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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5,000 수치지형도를 GIS로 처리하여 해안단구가 모식 으로 분포하는 경북 경주시 감포읍 일

의 지형면 분포특색을 조사하고, 지형면을 추출하 다. 이 과정에서 해안단구 지형연구에 GIS tool

의 유용성과 문제 을 검토하 다. 12 지 에서의 해안단구 종단면에 하여 종단면분석을 행하여 

한국 남부 해안에서는 보고된 바 없는 해발고도 100m 이상인 고고 면을 확인하 다. 한, 실측으

로 얻은 지형면 분포가능범 인 평균경사도  1～5°를 해발고도 4～87m에 입하여, 경사도분석으

로 각 단구면의 면 비를 추출하여 해안단구 Ⅰ면이 해안단구 연구의 기 면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GIS를 이용함으로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해안단구면의 분포가능지역을 탐색해 볼 수 있

으나, 상세한 실제측량을 통해 각 지형면의 자료가 제공되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지형분석결과를 계량화하여 주므로 객 인 분석의 기 를 제공한다. 한 지조사가 어려운 지

역에 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고, 지형면의 기복을 쉽게 악할 수 있는 효용성이 있으나, 분석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해서는 보다 축척화된 지형도와 수치지형도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해안단구, GIS, Profile분석, Slope분석, 고고 면

ABSTRCT

This study is aimed to clarify the distribution chracteristics of marine terraces and extract the 

specific surface at Gampo-eup, Gyeongju city on the map of 1:5,000 using GIS. The effects and 

problems occurred on the process of using GIS were investigated for the research of marine terrace. 

The longitudinal profile analysis was carried out along the 12 sections on the geomorphic surfaces of 

the study area, and actually High higher surface(HH-surface) was found over 100m a.s.l., which has 

not been reported till now. And the occupancy rate could be calculated by substitution on the height 

between 4m and 87m a.s.l. for each mean slope degree 1-5°obtained from the actual meas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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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 four sections. Consequently the lower-I surface was highly reliable to use as the key bed for 

studying marine terraces. The accurate and detail analysis about the marine terraces is able to be 

accomplished on the basis of meaningful actual measuring, though its general possible distribution 

area can be extracted from GIS with the less effort. Namely the quantified results obtained from GIS 

could offer the basis for the objective analysis of the geomorphic surfaces. And we can look over the 

landscape and investigate the surfaces with reliefs effectively in relation to the real geomorphology on 

the study area, where in situ approach is difficult. But the digital map with a large scale should be 

offered first of all in order to raise the accuracy of the analysis.

KEYWORDS: GIS, Marine Terrace, Profile Analysis, Slope Ananlysis, High Higher Surface

서    론

1. 연구배경  목

한반도 동해안에는 해안선을 따라 고도를 

달리하는 여러 단의 해안단구가 발달되어 있

다. 그 가운데 단구면이 하게 발달된 곳은 

남동부의 장기곶에서 울산만에 이르는 지역이

다. 해안단구는 단구면과 이들 면간의 경계를 

이루는 단구애로 이루어진다. 재 뚜렷하게 

고도차를 이루며 다양한 고도에 분포하는 해안

단구는 신생  제4기의 반복된 빙하성 해면변

동과 한반도의 지속  지반 융기가 함께 작용

한 결과 형성되었다. 따라서 장기곶에서 울산

만에 이르는 한국 남동부의 해안단구는 신생  

제4기 한반도 지반운동사와 재의 한반도 지

형을 이해하는데 매우 요하므로 이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해안단구

는 1970년  이후부터 비로소 연구되기 시작하

여 주로 단구면 분류  형성시기에 따른 지형

발달을 밝히는데 이 맞추어졌다. 한편 이 

연구에 기 가 되는 지형면분류는 지난 수십년 

동안 크게 발 되지 못하고 항공사진과 지형도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으나, 항공사진의 

구입이나 여의 차가 단히 복잡하여 지형

학 연구자들은 항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앞으로 Remote Sensing자

료와 GIS를 이용한 방법론 인 발 을 통하여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방법

을 용한 구체 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형면분석에 있어서 

이 방법을 이미 기존의 방법론으로 실제 연구

가 이루어진 지역에 용하여 이의 유용성과 

문제 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단구면은 간빙기 고해면기의 정선고

도에 응하여 퇴 된 해성역층 는 랑에 

침식된 식 지로 그 지형면이 평탄하며, 단

구애는 빙기의 해면기에 침식기 면이 낮아

지면서 개석되어 경사각이 한 사면형태를 

취하므로, 경사도를 이용하여 해안단구 지형면

과 단구애의 구분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견지

에서 본고에서는 나정리와 본리지역을 상

으로, GIS를 이용하여 사면의 종단면도를 작

성하고, 단구면과 단구애 간의 경사변환 을 

찾아 지형면분류를 시도하여, 그 결과를 일반

인 방법으로 얻어진 것과 비교하 다. 한 

연구지역에서 실측으로 얻은 평균사면경사값

을 활용하여 경사도분석을 통하여 해안단구 

지형면의 분포  분류가능성을 검토하 다.

2. 연구방법

지형학의 통 인 연구방법은 주로 형상을 

기술하고 지형 발달의 원리를 유추하는 것으로

서, 통계 인 기법의 이용이나 수집한 자료들에 

한 계량화작업은 활발하지 못하 다. 지형면

에 한 계량 분석은 형성시기가 다른 각 지형

면의 특징을 객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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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study area represented by 3D map 

아가 이를 통하여 지형발달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최근, 여러 부문에서 산화가 진행되면서 

통계나 계량화기법 등이 컴퓨터시스템과 결

합되어, 정보시스템이라는 형태로 폭넓게 이

용되고 있다. 정보시스템 에서도 지리

(georeference)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지리정보시스

템이나 remote sensing의 활용은 지형학 연구에 

있어서 기존 연구방법의 단 을 보완해  뿐 

아니라, 실내 작업으로 각종 자료를 분석․처리

하여 야외답사 지역을 선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

다. 한, 3D를 통한 시뮬 이션 기법으로 산지

나 구릉지 등 삼림이 집하여 직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에 한 근성을 높일 수 있어, 경

제 인 면에서 시간과 노력의 감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일반 으로 세 가지의 

측면에서 이용된다(과학기술원, 1993). 첫째, 

지도를 분석하거나 생성하는 측면으로 지도를 

정확하고 쉽게 리할 수 있는 기능이 시된

다. 둘째, 데이터베이스를 처리․분석하는 측

면으로 공간자료를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

는 자료의 구조  기능이 요하다. 셋째, 공

간분석 수단의 측면으로 지리 인 자료의 분

석과 모델화가 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 번

째의 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용하 다. 

공간분석을 해서는 먼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반 으로 GIS

에서 자료처리라 함은 자료의 입력과 투   

좌표계 변환, 자료의 변환이 포함된다. 본 연구

에 이용된 자료는 1:5,000 지형도로 불국사와 

울산도엽이다. 자료처리를 해 지형도를 스캔

한 후, Intergraph의 I/RAS B와 I/GEOVEC를 

이용, 등고선을 벡터라이징하여 기본 수치지도

를 생성하 다. 좌표체계는 TM(Transverse 

Mercator)좌표계, Tokyo기 , Bessel 1841 

Ellipsoid를 사용하 다. 우리 나라에서 경도의 

좌표원 은 지역에 따라 서부원 , 부원 , 

동부원 을 사용하고, 도의 좌표 원 은 북

 38°00′00.0000″로 동일하다. 연구 지역이 

동해에 치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부원

인 129°00′10.4050″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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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입력이 끝난 수치지도는 벡터자료로서, 

3D의 수치지형모델을 구축하기 하여 line 

data(등고선)를 Intergraph MTA의 ‘features 

to TIN’을 이용하여 TIN 삼각망으로 형성하

다. 그림 1은 연구지역에서 분류한 해안단구면

을 수치지형모델에 입  3차원으로 표 한 것

이다. (a)는 체 연구 지역을 실제 지형과 유

사하게 표 한 것이며, (b)는 나정리 일 를 

확 한 그림으로 동해에서 서쪽의 육지를 향

해 찰한 것이다. (c)는 남쪽에서 북쪽을 향

한 연구 지역이다. 해안을 따라 동일한 고도에 

평탄한 해안단구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곳곳에 해안으로 유입하는 소하천이 발달하여 

단구면을 개석하 다.

기본 벡터 데이터는 1:5,000 지형도가 원

자료이므로 등고선 간격 5m이다. 그러나 해

안단구를 분석하기 해서는 등고선 간격이 

최소한 1m 규모의 지형도가 필요하므로, 벡

터 자료를 grid자료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interpolation기법으로 등고선 간격을 1m로 변

환하여, 1m grid 자료를 취득하 다. 이 과정

에서 실제지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 자

료를 바탕으로 Intergraph의 MTA를 이용하여 

각 단구면들에 한 종단면분석을 행하여 

체 연구지역에서 해안단구면과 단구애를 구분

하 으며, 실제조사결과와 비교하 다. 그리고 

개략 으로 추정 가능한 지형면을 추출하기 

하여, 실측한 해안단구 지형면의 평균경사값

을 입하 다. 

3. 연구지역 개  

연구지역은 한국 남동해안에서 해안단구가 

가장 모식 으로 분포하는 장기곶에서 울산만

에 이르는 지역 가운데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

읍 나정리와 본리 사이의 해안이다. 이 지역

은 나정리 북단과 본리 남단을 흐르는 비교

 큰 하천들에 의해 경계지워지고, 그 사이에 

치하는 연구지역은 서쪽의 산지에서 발원하

여 해안으로 유입하는 소하천에 의해 개석곡

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체 으로 해안으

로 돌출한 하나의 헤드랜드로서 비교  모식

인 해안단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지형조건

이 갖추어져 있다. 산정부에 분포하는 해발고

도 약 200～240m의 평탄면은 연태산의 남서부 

능선을 따라 길이 1km 이상에 걸쳐 있고, 연

태산 정상부근에서는 약 500m의 폭으로 비교

 넓다(그림 1). 이 평탄면과 비되는 면이 

연구지역 북쪽의 감포읍에서도 거의 같은 고

도에서 확인된다. 유로길이가 매우 짧은 1km 

내외의 하천이 유입하는 연구지역의 헤드랜드 

사이에서는 소규모의 모래해안이 좁게 펼쳐지

고 헤드랜드인 암석해안의 면에는 역질의 

해빈이 일반 이다. 

FIGURE 2. Detailed geomorphological map 
(drawn up according to the actual 
measuring by the 1:5,000 digital map and 
outcrop survey after interpretation of aerial 
photos 1:20,000. The profiles of a-a', b-b', 
c-c', d-d' were measured act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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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인 감포읍 나정리와 본리 사이

의 지질은 생  백악기의 경상 층군 가운

데 하양층군과 이를 뚫고 분출한 유천층군  

이후 입한 불국사 화강암과 변성암인 화강

반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침식에 

항력이 강한 화강반암은 해안단구의 배후산지

인 연태산을 심으로 단일 지괴로서 해안까

지 분포하며, 해안단구 형성에 유리한 소규모

의 헤드랜드를 이루었다. 연구지역의 남쪽에 

해당하는 본리는 침식에 한 항력이 비

교  약한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연구지역의 

북쪽 감포 부근에는 제3기 화산암  역암, 남

쪽의 나아리는 화강암이 주로 분포한다. 따라

서 해안단구 역층을 구성하는 역들은 많은 경

우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산암, 퇴

암  변성암 등도 발견된다. 

FIGURE 3. The geology of study area

특히 연구지역에서 본2리와 본3리의 

해안은 나정1리, 나정2리  본1리에 비해 

해안단구의 분포가 연속 이지 못하고 폭도 

좁다. 지형면의 연속성이나 개석정도는 지질의 

경연차에 의한 것으로, 나정1, 2리와 본1리

의 해안은 경암의 화강반암으로 이루어져 그 

분포가 연속 이고 뚜렷하지만, 풍화에 약한 

화강암으로 된 본2, 3리는 지형면이 개석되

어 상 으로 좁게 남아 있어 양 지역이 

조 이다. 한 지형면의 폭도 좁게 나타나는

데, 이는 본2리와 3리 앞바다에 형성된 해  

headland의 향에 의한 것이다(윤순옥과 황

상일, 2000). 

지형면 분류

해안단구면은 연구지역의  해안을 따라 

뚜렷이 나타난다. 배후산지는 곳에 따라 차이

가 있으나 연태산을 심으로 해발고도 약 

200～240m에 분포하고 해안을 향하여 90～

100m까지 경사를 이루며 동해쪽으로 낮아

지다가 경사변환 을 경계로 해안단구면과 

만난다. 경사변환  이하부터 해안까지 단구

면이 분포하는데, 체 으로 완만하게 경사

를 이루며 낮아져서 계단상으로 배열된다. 항

공사진을 독한 결과, 단구는 략 고 면, 

면, 면의 세단으로 구분되지만 이들

은 곳에 따라 더욱 세분되기도 한다. 일반

으로 고 면은 해안단구 가운데 형성시기가 

가장 오래된 지형면으로 극히 단편 으로 분

포한다. 고 면은 기반암 에 퇴 된 해성역

층이 오랜 기간동안 침식작용으로 제거되었

거나, 삼림이 우거져 있어 역층이 잘 발견되

지 않는다. 따라서 기반암이 드러난 지형면이 

구릉지의 형태로 되어 있어 단구면으로 단

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 배후산지와 인 하

고 있어 지형면 에 사면 퇴 물로 덮  있

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고 면은 단구면과 

단구애 간의 경사변환 이 확실하지 않은 경

우가 많아 단구면을 형성시킨 구정선고도를 

결정짓기도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지역에서 고 면은 해발고도 약 50～80m

에 걸쳐 폭넓게 분포하고 배후산지와 뚜렷한 

경사변환 이 존재한다. 면이나 면에 



경주 감포지역 해안단구의 지형면분석을 한 GIS의 용 / 황상일․정혜경․윤순옥
―――――――――――――――――――――――――――――――――――――――――――――――――――――――――――――――――  

53

비해 지형면의 폭이 넓어서 300～500m 정도

이고, 그 분포면 은 상 으로 넓다. 일반

으로 고 면은 오랜 기간 동안 릴류 등으

로 두부침식이 진행되어 우곡 형태의 작은 

개석곡이  지형면을 종단할 정도로 많이 

분포하고 있어 원면이 심하게 개석되어 있다. 

연구지역의 경우에도 개석곡이  지형면에

서 깊게 진행되어 횡 으로 연속성이 불량하

지만 평탄성이 잘 유지되어 있다. 그리고 곳

에 따라 기반암 에 피복된 얇은 퇴 층에

서 해성의 풍화원력이 발견되므로, 이 단구면

은 과거 구정선 부근에서 형성된 식 지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면은 지형면이 평

탄한 곳에 과거 경지로 이용된 흔 도 발견

되고 있으나, 재는 주로 소나무로 이루어진 

식생으로 피복되어 근하기 어려우며, 묘지

가 분포하고 있다. 한 이 면은 면이나 

면에 비해 폭이 상당히 넓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Ⅰ․Ⅱ면으로 분류되기도 하나 오

랜 기간의 침식으로 고  I 면과 II 면 사이

의 단구애가 많이 변형되어  지역에 걸쳐 

두 개의 면으로 세분하기는 어렵다. 

면은 해발고도 약 30～40m에 치하

며, 폭 200～300m로서 고 면에 비해 비교  

좁게 분포하고 지형면의 경사도 보다 완만하

다. 나정리에서 면은 비교  연속 으로 

나타나지만, 본리에 이르면 고 면을 단한 

개석곡의 폭이 넓어져 단편 으로 분포한다. 

고 면과의 경사변환 은 경사진 사면으로 나

타나서 구분이 모호하지만 면과의 경계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면은 해발고도 약 4～20m에 분포하고 

그 폭은 면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좁게 나

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지형면의 원면이 잘 보

존되어 있어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연속 으

로 분포한다. 면은 다시 Ⅰ면 (10～

20m a.s.l.)과 Ⅱ면(4～7m a.s.l.)으로 뚜렷

이 구분된다. 단구면 가운데 가장 최근에 형성

되어 구정선고도, 단구면, 단구애의 구분이 확

연하다. 한국 동해안에서 Ⅰ면은  해안

에 걸쳐 연속 으로 분포하며, Ⅱ면에 비

해 폭이 넓고 뚜렷하므로 해안단구의 지형면 

비에 기 면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림 4는 3차원 지형모델 에 실측으로 

분류된 지형면을 첩한 것으로, 평면의 지도

가 아닌 실제 지형에서 단구면이 어떻게 분포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지형경사와 해

안단구 지형면이 비교  잘 비되고 있으나, 

일반 지형도에서 평면 으로 작성한 지형면과 

실제 지형면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측으로 얻은 지형면의 특색

을 계량화하고, GIS와 Remote Sensing을 효

과 으로 활용하여 정확도를 높 야 할 것이

다. 산지 쪽에서 해안을 향하여 고 면, 

면, 면 각각의 단구면은 각각 다른 색으로 

구별하 다. 

 지형분석을 한 GIS 기법의 응용

1. 종단면분석

그림 5에서는, 그림 2의 실지측량 지 을 

포함하여, 총 12개 종단선을 선택하여 종단면

분석을 실시한 지 들이 제시되었다. 그림 6

과 7에서는 종단면분석 결과를 종단면도로 

확인할 수 있다. 종단선은 개석곡들을 피하고 

단구면이 주로 분포하는 능선을 따라 작성되

었다. 분석결과 야외답사 시 산림이 우거져 

측량할 수 없었던 고 면과 산지의 경사변환

이 확인되었다. 즉, 단구면과 산지의 경사

변환 은 각 지 에서 부분 해발고도 약 

90～100m사이에서 나타난다. 연구지역의 해

안은 동해로 유입하는 소하천에 의해 크게 

네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행정구역 상 

A, B, C지 은 나정2리, D, E, F지 은 본1

리,  G, H, I지 은 본2리,  J, K, L지 은 

본3리에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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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Overlapped surfaces of marine terrace on the 3D map 

FIGURE 5. The longitudinal sections for profile analysis
    ( ) : profiles by actual meas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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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longitudinal profile on the line A～F (｝is the location of each surface)

FIGURE 7. The longitudinal profile on the line G～L (｝is the location of each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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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지 이 치하는 나정2리 일 는 

고 면의 경사가 다른 면들에 비해 완만하다. 

한 일반 으로 평탄한 면이 나타나기 어려

운 해발고도 약 200m 부근에 비교  경사가 

완만한 평탄한 면이 나타난다. 이 면은 윤순

옥, 박혜 (1998)의 정의에 따라 해안단구 형

성 이 , 제3기 침식면인 고 평탄면(HP : 

high planation surface)으로 분류하 다.

A지 은 면, 면, 고 면이 계단상

으로 배열되어 해안단구면이 가장 모식 으로 

잘 나타난다. 면은 Ⅰ․Ⅱ면으로 세분되지 

않으나, 고 면은 Ⅰ․Ⅱ면으로 세분된다. 

면은 해발고도 약 12m에서 나타나며, 

면은 33m, 고 Ⅱ면은 해발고도 약 66m, 고

Ⅰ면은 해발고도 약 83m에서 확인된다. B지

은 Ⅰ․Ⅱ면이 잘 나타나고 고 면도 

Ⅰ․Ⅱ면으로 세분된다. Ⅱ면은 해발고도 

약 4m, Ⅰ면은 해발고도 약 16m에서 나

타난다. 면은 해발고도 약 35m부근에서, 

고 Ⅱ면은 해발고도 약 70m, 고 Ⅰ면은 해

발고도 약 85m부근에서 나타난다. 한 해발

고도 150m부근에서도 해안단구로 추정되는 평

탄면이 발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지

까지 알려진 해안단구 고 면 이 에 형성된 

식 지로 간주하여 고고 면(HH)이라 칭하

다. C지 은 핸드 벨로 실측한 종단선 (a)

와 복된다. 단면도상에서는 Ⅰ․Ⅱ면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

에 비해 Ⅱ면의 폭이 무 좁기 때문이다. 

Ⅱ면의 경우 오히려 실측 시에 쉽게 발견

된다. 그러나 면과 고 Ⅰ․Ⅱ면은 종단면

분석을 통하여 비교  뚜렷이 구분되며, 고

Ⅰ면의 폭은 상당히 넓다. Ⅱ면은 해발고

도 약 4m 부근에, Ⅰ면은 해발고도 약 

12m, 면은 해발고도 약 33m에서 나타나

고, 고 Ⅱ면은 각각 해발고도 65m, 80m부근

에서 나타난다. 고고 면은 좁은 폭으로 150m 

부근에서 나타난다.

D, E, F지 은 본1리에 속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고 면의 폭이 

상당히 넓다. D지 은 각 단구면이 비교  뚜렷

하게 구분된다. Ⅱ면은 해발고도 약 5m, 

Ⅰ면은 해발고도 약 20m에서 나타난다. 

면은 해발고도 약 35m에 분포한다. 고 Ⅱ면은 

해발고도 약 55m, 고 Ⅰ면은 해발고도 약 80m 

부근에서 나타난다. 고고 면은 해발고도 약 

120m에서 발견된다. E지 의 Ⅱ면은 해발

고도 약 5m, Ⅰ면은 해발고도 약 18m에서 

나타난다. 면은 해발고도 약 35m에서 나타

나며, 고 Ⅱ면은 해발고도 약 63m, 고 Ⅰ면은 

해발고도 약 85m, 고고 면은 해발고도 약 

130m에서 발견된다. F지 은 실측한 종단선(b)

와 복된다. 지형면의 분포특징은 이 지역의 

다른 지 들과 마찬가지로 고 면이 넓으며, 

면은 다른 지 들에 비해 좁게 통과하므로 다

소 불분명하다. Ⅱ면은 해발고도 약 5m, 

Ⅰ면은 해발고도 약 15m, 면은 해발고도 

약 35m, 고 Ⅱ면은 해발고도 약 55m, 고 Ⅰ

면은 해발고도 약 85m, 고고 면은 E지 과 거

의 동일한 해발고도 약 130m이다.

G, H, I지 은 본2리에 치한다. 이 지역

의 지형  특징은 고고 면으로 추정되는 지형

면이 두 단(HH1, HH2)으로 나타난다는 이다 . 

G지  한 실측한 (c)지 과 동일한 곳이다. 

고 면이 넓게 나타나고, 고 면의 경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 하기 때문에 고 면들 간의 경계

가 다소 모호하다.  Ⅱ면의 해발고도는 약 

5m, Ⅰ면이 약 18m, 면의 해발고도는 

약 35m이다. 고 Ⅱ면의 해발고도는 약 65m, 

고 Ⅰ면은 약 85m이며, 고고 Ⅱ면이 약 

110m, 고고 Ⅰ면은 150m에 나타난다. H지

은 G지 에 비해 고 면의 경사가 보다 완만하

다. Ⅱ면 약 5m, Ⅰ면 약 18m, 면

은 해발고도 약 45m에 분포한다. 고 Ⅱ면의 

해발고도는 약 60m, 고 Ⅰ면은 약 85m에 나타

나며, 고고 Ⅰ․Ⅱ면의 해발고도는 G지 과 

동일하다. I지 도 실측한 (d)지 과 동일하다. 

Ⅱ면의 해발고도는 약 5m, Ⅰ면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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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distribution of the area with slope 1～5°

16m, 면 약 33m에 분포한다. 고 Ⅱ면은 

약 60m, 고 Ⅰ면은 약 80m에 나타나며, 고고

Ⅰ․Ⅱ면의 해발고도는 G지 과 동일하여, 

각각 150m와 110m 정도이다.

J, K, L지 은 본3리에 치한다.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산지의 고도가 낮다. 따라서 

고고 면으로 추정되는 지형면들은 발견되지 

않고, 한 면도 두 면으로 세분되지 않으

며, 신 면의 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넓

다. J지 은 면의 해발고도가 약 10m이고, 

면의 해발고도는 약 33m로 다른 지 들에 

비해 면의 폭은 상당히 넓다. 고 Ⅱ면의 

해발고도는 약 66m, 고 Ⅰ면은 약 90m에 나

타난다. K지 은 면이 해발고도 약 15m 

면이 35m, 고 Ⅱ면 65m, 고 Ⅰ면이 

85m에 나타난다. L지 은 면이 해발고도 

약 15m, 면 35m, 고 Ⅱ면이 80m, 고 Ⅰ

면이 90m 정도에 분포한다. 

이와 같이 GIS로 단구면의 종단면을 분석한 

결과 항공사진 분석이나, 실측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고 면이 거의 두 단으로 세분되었고, 고

면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도 해안단구면으로 

추정되는 고고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 북

쪽 부 해안의 정동진 부근에서도 이러한 고고

면들이 해발고도 약 105～140m에서 분포한다

고 보고되었다(반학균, 2000). 고고 면은 침식

을 오랜 기간 받은 지형면이므로 그 폭이 매우 

좁고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GIS기법으로 단구면의 종단면을 분석한 결

과를 정리하면, Ⅱ면의 해발고도는 약 4～

5m, Ⅰ면의 해발고도는 약 12～18m, 

면의 해발고도 약 33～40m, 고 Ⅱ면의 해발

고도 약 55～66m, 고 Ⅰ면의 해발고도는 약 

80～90m에 나타나며, 고고 면의 해발고도는 

약 110～150m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측에서 얻은 고도값(윤순옥 등, 1999)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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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terrace surfaces extracted from 
the results of in situ observed mean slope

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측시에는 많

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실측하기 어려운 

고 면이나 고고 면의 지형면 분포특징까지

도 객 으로 검토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GIS를 이용한 지형면 추출

GIS 기법을 이용하여 해안단구면을 찾아내

기 해서는 먼  연구지역의 지형면들의 경

사가 어떤 범 에 있는가를 악하여야 한다. 

이 지형면 경사도의 범 는 실지 측량에서 얻

은 해안단구면의 경사값들 에서 극단치를 

제거한 값으로, 연구지역 체에서 경사도 조

건이 1～5̊되는 지역만을 추출하 다(그림 8). 

분석 결과 체 24,392,992개의 셀  1～5̊의 

경사를 가진 셀은 1,953,734개로 체의 약 

8%를 차지한다. 이 값은 연구 지역 체로 볼 

때 낮다. 그 분포를 보면 해안지역과 하천의 

양안에 집 되어 있으나, 구릉지나 산지의 평

탄한 지역에도 범 하게 분포하고 있다. 연

태산 정상 부근에도 부분 으로 분포하는 것

으로 보아 이 지역이 평탄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연구 지역에서 해안단구가 주로 

나타나는 해발고도 4～87m에서 경사도분석으

로 단구면을 추출한 것이다. 분석 조건은 실지

측량값을 기 로 지형면이 분포하는 면, 

면, 고 면의 해발고도와 경사도를 입력하

으며, 그 분석조건은 분석결과와 함께 표 1

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 으로, 고 면은 약 25.70%, 면은 

약 12.46%, Ⅰ면은 약 59.03%, Ⅱ면은 

약 2.81%의 면  비율이 추출되었다. 따라서, 

앞서 실측에 의한 지형분석에서 언 한 것과 

유사하게 고 면이 면에 비해 분포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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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조건
해안단구면

분석 결과

해발고도(m) 평균경사도( °) 셀 수 면 비율(%)

50～87 4.2 고 면 72863 25.70

25～43 3.6 면 68602 12.46

 9～18 5.1 Ⅰ면 184293 59.03

 4～ 5 2.7 Ⅱ면 31852 2.81

TABLE 1. The result of slope analysis on the height between 4m and 87m a.s.l.

넓다. Ⅰ면은 연속성이나 분포 면 이 가

장 양호하 다. 따라서 이 면은 해안단구를 

상으로 지형면을 분석하고, 지형 발달  편년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 면

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요약  결론

경주시 감포 지역 해안단구의 지형분석은 

GIS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재까지도 일반

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방법인 해안단구의 고도, 

폭, 경사도의 실측과 노두조사 만으로 악하

기 어려운 새로운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재까지 한반도 남부해안에서 보고

되지 않은 해발고도 100m 이상인 고고 면

(HH surface)이 두 단에 걸쳐 확인되었다. 둘

째, 해안단구면의 분포가능지를 추출하기 한 

경사도분석은 실지 측량한 지형면의 평균 경

사값인 고 면 4.2°, 면 3.6°, Ⅰ면 

5.1°, Ⅱ면 2.7°을 기 로 경사도 1～5°인 

지역을 추출하여 개략 인 해안단구 분포지를 

추정할 수 있었다. 셋째, 이들 평균경사도를 

체 단구면이 분포하는 해발고도 4～87m에 입

한 결과, 고 면은 25.70%, 면은 12.46%, 

Ⅰ면은 59.03%, Ⅱ면은 2.81%의 면 비

가 추출되었다. 따라서, Ⅰ면은 연속성이

나 분포 면 으로 미루어 해안단구 연구의 기

면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단구 지형면 분석에 GIS 기법을 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효용성과 문제 이 도출되었

다. 첫째, GIS 기법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노력

으로 해안단구면의 분포가능지역을 탐색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정확한 단구면의 분포를 

악하기 해서는 단구면에 따라 각각 지형면이 

분포하는 해발고도와 경사도가 다르므로 체 

지역에서 일 인 평균값을 입한 경우 많은 

지형면들이 락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해서는 유의미한 정도의 실제측량을 통해 각 

단구면과 단구애의 경사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둘째, 지형분석에 GIS를 이용할 경우 산화된 

계량 분석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야외 답사 지역을 선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하다. 한 종단면분석과 3D map을 

이용하면 확인이 어려운 지역에 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고, 지형면의 기복을 쉽게 찰할 

수 있어 연구효과가 높다. 

GIS의 요한 기능 의 하나는 의사결정

을 돕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1m grid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비조

사 단계에서 실제 야외조사지역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종단면 분석과 경사분석 

등은 야외에서 행하는 조사와 유사한 자료를 

제공하므로 단구면과 단구애를 단하는데 유

용하 다. 아직까지는 기  자료가 불충분한 

상황이지만, 의 분석 결과들은 본 연구지역

에서 지형면의 특색을 밝히고, 따라서 유의한 

지형면을 추출하게 한다. 즉, 연구지역에서 고

면이 면보다 분포면 이 넓고, 모든 해

안단구 지형면들 에서 Ⅰ면의 면 이 

가장 넓게 남아 있으며 가장 연속성이 높다는 

것을 수치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GIS 기법이 

아직까지 야외 조사를 하면서 지형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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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같이 정 한 정도로 활용될 수는 없

으나, 지형학자들은 특정한 문제를 분석하여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그러나 재 제공되고 있는 지형도와 수치

지도에서 등고선 간격은 5m이다. 따라서 좁은 

지역에서 상세한 지형면분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내삽법을 이용하여 등고선 간격을 1m로 

만들어 작업하여야 하므로 실제 지형이 왜곡

되어 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 구축되

어 있는 기  자료로 지형을 분석하려면, 해안

단구보다는 더 큰 축척의 지형이어야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형도

와 수치지형도 등 기본 자료들이 보다 정 해

지고 축척화되어야 미세한 지형면을 분석할 

때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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