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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anyang area, various geological structures as well as various lithology and strata are well developed, which

are useful for studying paleo-environment and structural movements, and also typical karst landforms, wethering

landforms and river landforms. If geologically and geomorphologically valuable resources are used in terms of

geotourim perspective, it is expected that re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through diversification of attracting

factors and employment creation of local people. Danyang has many excellent geological resources for geological

field trip, they can great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geology such as expanding the base of geology and

cultivating successive generations. In this study, we have evaluated newly discovered sites and previously excavated

resources based on academical and educational values. By using these geological and geomorphological resources,

we suggest three geotrail courses as follows. First, Geo-trail A is mainly focused on geological structures (Route A:

Jeong Hwan Route), where we can learn geological deformation and movement through various brittle and ductile

deformation structures. Second, Geo-trail B is mainly focused on stratigraphic importance (Route B: Soon-Bok

Route), which emphasizes on various rocks, strata and contact relationship. Third, Geo-trail C is mainly focused on

geomorphological landforms and landscapes (Route C: Satgat Route), which provide information about different

geomorphological landforms and the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geological agents. In order to operate these

geotrail courses efficiently, installation of explanation boards and view points, cultivate local commentators, and

visitor centers and experience programs should be properly prepare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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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에는 다양한 종류의 암석과 다양한 시대의 지층이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환경 및 구조운동을 학습하기

좋은 다양한 지질구조들이 발달해 있으며, 전형적인 카르스트지형, 풍화지형 그리고 하천지형이 발달해 있다. 따라서

지질 ·지형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자원들을 잘 개발하고 지오투어리즘 관점에서 활용한다면, 관광객 흡수요인 다변

화 및 지역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단양은 야외지질답사를 위한 매

우 좋은 지질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질학에 대한 관심유도를 통해 학문의 저변확대와 후학 양성 등에도 크게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발굴된 자원과 가치평가를 통해 학술 ·교육적 가치가 크

다고 판단되는 자원을 선정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취성 및 연성 변형구조를 통해 지질구조운동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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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할 수 있는 구조길(Route A: 일명 “정환길”), 다양한 암석과 층서, 그리고 접촉관계를 관찰할 수 있는 층서길(Route

B: 일명 “순복길”), 전형적이고 다양한 지형(카르스트지형, 하천지형, 풍화지형)을 관찰하고 풍류를 즐길 수 있는 풍류

길(Route C: 일명 “삿갓길”) 등 세 개의 지질탐방코스를 제안하였다. 이들 지오트레일 코스가 지오투어리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설판과 전망대 설치, 지역민 해설사 양성, 탐방객 센터와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이 함

께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단양, 지오투어리즘, 가치평가, 지질구조, 야외지질답사

1. 서 론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은 우수한 지질 ·지형자원

과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관광형태를 말한다.

이 개념에서는 단순한 여가적 관광형태와는 달리 학문

적 지식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관광산업의 새

로운 패러다임이 강조되며(Jeon, 2005), 지역사회 구성

원이 참여하는 개발전략과 계획이 중시되는 등 지역사

회 구성원들에게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지오투어리즘 차원에서의 연구대상

은 이미 관광지로 알려진 자원과 개발되어 있지 않으

나 활용가치가 큰 잠재적 자원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Kwon, 2013), 본 연구 대상지인 단양에는 전자와 후

자 모두가 분포한다. 

단양군에는 심미적, 학술 ·교육적 가치가 우수한 지

질 ·지형자원이 다수 발달해 있다. 그중 현재 개발 및

발굴된 자원으로는 단양팔경과 제2 단양팔경, 그리고

최근 Cho et al. (2016)의 연구를 통해 발굴된 19개(I

등급: 3개, II등급; 5개, III등급: 6개, IV등급; 5개)의

지질유산,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를 통해 발굴된 108

개(I등급: 26개, II등급; 23개, III등급: 17개, IV등급;

42개)의 지형자원 등이 있다(NIER, 2007). 이처럼 학

계와 지자체에서 지역이 지닌 특수한 지질 ·지형자원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통하여 사회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Oh and

Jeong, 2017). 

하지만 단양의 경우 개발 가능한 많은 천연의 지

질 ·지형 관광자원이 발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자

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보전 ·활용 방안에 대한 연

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관광인

프라와 콘텐츠 등 질적인 면에서 아쉬운 관광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단양에 산재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지질 ·지형자원의 분포와 발달특성을 토대로

가치를 평가하여 우수자원을 선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선정된 자원을 지오투어리즘 관점에서 적절히 활용할

방안을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Fig. 1. Geological Map of the Danyang-gun (Modified from KIGAM,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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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지역 개관

연구지역인 단양은 선캄브리아기부터 고생대, 중생

대에 걸쳐 형성된 다양한 종류의 암석과 지층이 산출

된다. 그 중에서도 옥천대에 위치하여 주로 고생대 퇴

적층이 넓게 분포하며, 이들은 단층작용과 습곡작용 등

구조운동에 의해 변형되어 있다. 동쪽에는 기반암인 영

남육괴에 해당하는 선캄브리아기 변성암체 상부에 조

선누층군이 발달하고 있으며, 이를 평안누층군이 부정

합으로 덮고 있다. 평안누층군은 다시 트라이아스기~

쥐라기에 퇴적된 반송층에 의해 부정합으로 피복 되어

있으며, 기반암 및 퇴적암 모두에 백악기 불국사 화강

암체가 관입하고 있다(Fig. 1; Table 1). 단양지역에

발달한 조선누층군과 평안누층군의 지층 자세는 일반

적으로 북동-남서 방향의 주향으로 주향하며 북서 방

향으로 경사하고 있어 서쪽으로 가면서 지층의 연대가

젊어지나, 부분적으로 충상단층에 의해 오래된 층이 다

시 반복된다(Fig. 1). 

단양에는 여러 종류의 취 ·연성구조가 발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캄브리아기 편마암체와 장산규암과의

난정합 경계, 조선누층군 최상부층인 영흥층과 트라이

아스기~쥐라기 시대 반송층의 부정합 경계 등 지질학

적으로 가치가 높은 구조들이 잘 발달해 있다. 취성의

대표적인 변형구조인 단층으로는 호남전단대의 일부로

정단층성 운동감각을 보이는 옥동단층을 비롯하여 서

에서부터 각동 스러스트, 도전리 스러스트, 슬음산 스

Table 1. Stratigraphic system of the study area (modified from Won and Lee, 1967; Kim, 2005; Lee et al., 2016b; Chough et

al., 2016; Lee et al., 2016c)

Geochronologic Unit
Representative Lithology Formation Series

Geological 

SystemEra Period

Cenozoic Quaternary Sediment Alluvium

~ ~ ~ Unconformity ~ ~ ~

Mesozoic

Cretaceous Biotite Granite Bulguksa Bulguksa

~ ~ ~ Intrusion ~ ~ ~

Jurassic Shale, Sandstone, Conglomerate Bansong Daedong System

~ ~ ~ Unconformity ~ ~ ~

Triassic Sandstone Nogam Nogam
Pyeongan

Supergroup

~ ~ ~ Unconformity ~ ~ ~

Paleozoic

Permian

Shale, Sandstone Dong-go

Nogam

Pyeongan

Supergroup

Shale, Sandstone Gohan

Sandstone Dosagog

Sandsotne, Quartzite Hambaegsan

Sandstone, Shale, Coal Changsong

Carboniferous

Sandstone, Shale, Limestone Geumcheon

 ~ ~ ~ Disconformity ~ ~ ~

Sandstone, Shale, Limestone Manhang Manhang

~ ~ ~ Unconformity ~ ~ ~

Ordovician

Warm Eaten Limestone Samtaesan

Great

Limestone
Choseon 

Supergroup

Dolomite Heunwol-ri

Limestone, Dolomitic Argillaceous Limestone Maggol

Dolomitic Argillaceous Limestone Dumugol

Quartzite Dongjeom

Ordovician ~

 Cambrian
Limestone, Shale and Sandstone Alternation Cheondong-ri

Cambrian

Limestone, Shale and Sandstone Alternation Hwajeol

Limestone, Dolomite Pungchon

Shale, Slate Myobong Yangdeok

~ ~ ~ Unconformity ~ ~ ~

Pre-

cambrian

Neo-proterozoic Quartzite, Mica Schist Jangsan

~ ~ ~ Unconformity ~ ~ ~

Granite Gne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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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트, 기촌 스러스트, 노동리 스러스트 등 다수의 북

동-남서 주향을 갖는 충상단층이 북서경사하며 발달하

고 있다(Kim and Koh, 1992). 이들은 동-서 내지 서

북서-동남동 방향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인 죽령단층에

의해 약 3.3-3.6 km 절단되어 있다(Kim and Koh,

1992). 

연성변형구조는 옥동단층을 따라 발달하는 우수향전

단대(Cruzel et al., 1990)와 반송층군 퇴적 이전에 발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서 방향의 습곡과 관련된 선

구조들이 발달하고, 대보조산운동에 의한 북서-남동 압

축으로 각동스러스트에 수반된 대규모 습곡이 발달하

고 있다. Kim and Koh(1992)은 이러한 다양한 지질

구조와 층서학적 해석에 기초하여 단양지역에 총 4번

의 변형작용(D1, D2, D3, D4)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하였다(D1, D2 : 반송층군 퇴적 이전의 변형운동; D3,

D4 : 그 이후의 변형운동). Kim and Koh(1992)의 연

구결과 D1으로 인해 옥동단층을 따른 압쇄대, 장산층

내 불연속적인 압쇄대, 그리고 조선누층군 내 지층에

평행하게 발달한 인장구조들이 발달하였고, D2로 인해

북서방향의 습곡구조와 선구조들이 형성되었다. 이후

D3(대보조산운동)로 인해 단양지역에 북동방향의 충상

단층들과 습곡구조들이 발달하였으며, 최후기 변형작용

인 D4에 의해서는 동-서 방향의 죽령단층과 서북서-동

남동 방향의 습곡축을 가지는 익간각이 미약하고 완만

한 습곡이 발달하였다.

연구지역은 다양한 종류의 암석과 이들에 형성된 습

곡, 단층 등 지질구조가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다양한

지형이 발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편마암, 규암, 화강

암이 분포하는 지역은 험준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나,

석회암 분포지역은 비교적 낮은 지형을 이루거나 석회

동굴 등이 발달하고 있다. 또한 산릉과 계곡의 방향성

역시 지질구조나 암석의 경계부를 따라 강하게 제어되

어 변화하는 양상이 관찰된다(Won and Lee, 1976).

3. 지질·지형자원의 평가 및 선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발굴된 자원 외에도 지질 ·지

형학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자원에 대해 가치평가

를 수행하고 우수한 자원을 선별하였다. 이후 관광자

원으로서의 가치(접근성, 심미성 등)와 학술 ·교육적 가

치(지질구조, 발달과정, 분포 등),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오투어리즘을 위한 지

질 ·지형자원을 선정하였다.

3.1. 평가 방법

현재 지질 ·지형자원의 발굴과 평가는 국내의 경우

i)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ii)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지

질유산가치 평가, iii) 문화재청 지질 ·지형 문화재 자원

조사, iv)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국외의 경우 i) 유네스코 세계유산, ii) 유네스

코 지질공원, iii) 유네스코 유럽연합(EU), 국제지질연

합(IUGS), 유럽 지질전문가 단체(ProGEO)의 지오사이

트, iv) 영국 국가자연보호지역(SSSI: Site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평가기준 중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의 지질유산 가

치평가와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지형)를 제외한 나

머지 평가의 항목은 추상적이어서 조사자의 주관이 개

입될 소지가 크며, 그로 인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전술한 지질유산 가치평가와 전국자연환경조사(지형)

의 경우 일부 연구(e.g. Seo, 2005; Park and Cheong,

2012; Kang and Lee, 2015; Yun and Shin, 2015;

Lee et al., 2016, 2018)를 통해 평가항목이 구체화 되

고, 항목별 가중치가 부여되는 등 평가기준이 고도화,

세분화되어 지질 ·지형자원의 평가와 선정 측면에서 객

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 2가지 평가결과를 인용하고, 평

가기준을 활용하여 현재 발굴되지 않은 자원을 평가하

고 우수한 자원을 선정하였다.

4. 지질·지형자원의 가치

4.1. 지질구조

4.1.1. 죽령역 도로사면 습곡(향사)구조

죽령역 서쪽(죽령로 2907 도로변)의 절개된 사면에

서 대규모 습곡(향사)구조가 관찰된다(36o55'02.03''N,

128o22'59.37''E). 이 습곡구조는 사암(내지 역질사암)과

셰일이 교호하는 퇴적층이 압축작용에 의해 형성되었

으며, 아래쪽으로 휘어진 향사형 습곡이다. 본 습곡(향

사)구조는 Ramsay(1967)의 Dip isogon 분류법의

Class 2와 Class 3에 속한다(Fig. 2).

현재 우리나라에는 잘 보존된 중대규모의 습곡구조

가 적은데, 본 노두는 보존성이 좋고, 습곡의 형태가

전형적이며 도로변에 위치하여 다른 사이트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접근성도 양호하여 지오사이트로써 활용가능

성이 높다(Fig. 2). 지질유산 가치평가 기준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희소성, 전형성, 재현성, 규모 등의 항목

에서 가치가 인정되어 IV등급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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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대강농공단지 소규모습곡

본 사이트는 대강농공단지 인근 죽령천 하상에 위치

한다(36o55'14.32''N, 128o21'48.17''E). 본 노두에서는

습곡을 3차원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 양 날개의 교차

선, 습곡축면과 날개의 교차선, pi(π)축, 습곡축의 직접

측정 등 다양한 실습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

생습곡(parasitic fold)과 파랑벽개(crenulation cleavage)

가 잘 관찰된다. 

기생습곡은 가장 큰 습곡(1차 습곡, main fold) 내부

에 주로 비조화습곡에 의해 발달하는 작은 습곡(n차 습

곡)으로 습곡 당시 각 층 사이의 밀림작용에 의해 바

깥쪽 층은 힌지로, 안쪽 층은 그 반대로 힘이 작용하

여 일반적으로 향사에서 배사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Z 모양으로, 그 반대는 S 모양으로 발달한다. 기생습곡

이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기생습곡의 발달특성

이 낮은 차원의 습곡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큰 규

모 습곡의 향배사 위치를 추적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

기 때문이다(Fossen, 2010). 파랑벽개는 소습곡구조가

형성될 당시 판상광물들의 정향배열에 의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이들의 방향성은 습곡축면(축면엽리)와 동

Fig. 2. (a) Large scale syncline near the Jungnyeong station, (b) Fold classification based on dip isogon (Ramsay, 1967).

Fig. 3. Folds observed in Daegang-myeon area. (a) Parasitic fold developed on the bottom of the channel, (b) Crenulation

cleavage, (c) and (d) Three dimensional folded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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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방향성을 보이며, 퇴적암이나 천매암, 편암, 편마

암과 같은 변성암에서 잘 형성된다.

본 사이트는 접근성은 낮으나 파랑벽개, 기생습곡을

비롯한 다양한 소규모 압축구조가 발달해있어 학술 ·교

육적 가치가 크다(Fig. 3). 지질유산 가치평가 기준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희소성, 전형성, 재현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III등급으로 평가되었다. 효율적인 활

용과 보전, 그리고 탐방객의 안전과 조망을 위하여 데

크를 설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4.1.3. 북상교 두무골층의 단괴상구조

죽령천의 북상교 일대에는 두무골층이 노출되어 있

다(36o55'27.67''N, 128o20'34.84''E). 두무골층으로 해

석된 이 지역은 석회암과 쇄설성 이질암이 교호하는

층으로 석회암이 렌즈상의 구조를 보이는 단괴상석회

암(nodular limestone)이 발달한다. 단괴상석회암은 퇴

적율이 낮거나 매우 미약한 경우 형성되거나(Kim and

Lee, 1991), 석회암이 연암(특히 셰일)에 둘러싸여 있

는 경우 하중이 증가될 때 물성의 차이에 의해 상대적

으로 경암인 석회암이 분리되어 형성된다.

이 층에는 또한 연성의 습곡이 3차원적으로 잘 발달

하고 있다. N20~30oE 방향으로 선주향하며, 40o 내외

의 침강각을 가지는 습곡축을 통해 북서-남동 방향의

수평 최대압축환경을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을 남

-북 방향으로 절단하며 관입하고 있는 중성질 암맥이

발달하는데, 중성암맥의 굴곡부의 피어싱점(piercing

point)을 토대로 유추한 인장방향은 동-서 방향을 지시

한다. 전술한 절단관계를 바탕으로 지질구조의 선후관

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발달 당시 응력환경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지질유산 가치평가 기준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희소성, 전형성, 재현성에서 높은 가치가 인정되

며, III등급으로 평가되었다.

4.1.4. 장림리 취연성 변형구조

이 노두는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67번지 죽령천 하

천변에서 관찰되는 노두로(36o55'19.07''N, 128o20'53.8

3''E) 주로 암회색 내지 회백색의 금천층 사암으로 구성

되어 있다. 노두 상에서 확인되는 층리의 자세는

N25oE/87oNW이며, 층리면에 대해 수직에 가까운 주향

을 갖는 단열면에 수평의 단층조선이 발달하고 있다.

이 단열면에는 취연성 변형작용의 대표적인 구조인

tension gash가 발달하고 있다. 취연성 영역에서 전단

작용이 일어날 경우, 최대주응력(σ1)의 방향에 평행하

게 인장단열이 발생하고, 그 틈을 세맥이 채우게 되는

데, 이때 취성의 특성으로 생성된 인장단열(혹은 세맥)

은 연성의 전단작용 동안 안행상(en echelon) 패턴으로

발달하게 되어 취성과 연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취연성

변형구조 중의 하나인 안행상의 인장단열(en echelon

tension gashes)을 보여주기도 한다(Fig. 5). 또한, 전단

작용이 지속되는 동안 이미 발달한 세맥은 회전하지만,

새로 생성된 말단부(tip)는 여전히 최대주응력 방향과

평행하게 생성되어 최대주응력 방향을 지시하고 응력

이 구조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하는데 매우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는 노두이다. 

본 사이트에서는 이상의 구조들을 활용하여 고응력

을 유추하는 실습이 가능하며, 이 외에도 하부고생대

와 상부고생대의 지층이 반복되며 나타나고 있어 지층

의 중복을 이용한 습곡 및 역단층의 도학적 구분과 이

Fig. 4. (a) Nodular limestone, (b) Andesitic dyke, (c) Deformed nodular limestone near the buksang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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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층리와 단열의 차이점과 각 구조들의 발달순서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지질유산 가치평가 기준을 토대

로 평가한 결과 희소성, 전형성, 재현성, 자연성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그 외 항목에서는 상대적

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받아 VI등급으로 평가되었다.

4.1.5. 다리안폭포 근처의 부정합

조선누층군은 지역에 따라 층서구분을 달리하는데 크

게 두위봉형, 문경형, 영월형, 평창형, 정선형으로 구분

한다(Kobayashi et al., 1942; Table 1). 다리안 관광

지에는 두위봉형 조선누층군의 하부를 관찰 할 수 있

다. 다리안폭포 상류부에는 선캄브리아기의 화강편마암

과 신원생대의 장산규암(Chough et al. 2016; Lee et

al., 2016b, 2016c)이 접하는 노두가 관찰된다. 장산층

은 쇄설성 석영사암이 변성을 받아 규암화되어 있다. 

장산규암은 규암화작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층

리와 같은 일차퇴적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기반

암과의 관계를 통해 지층의 상하를 판단할 수 있지만,

사층리를 통해서도 지층의 상하판단을 해볼 수 있는

좋은 노두이다. 기반암과 장산층은 난정합으로 접하고

있었으나, 그 면을 따라 전단운동이 있었던 것으로 판

단된다. 그 근거로는 경계면에서 멀어질수록 발달강도

가 약해지는 압쇄엽리와 소규모 선구조, 접촉면 부근

에서는 신장되어 있으나 접촉면에서 떨어진 곳에서는

변형을 받지 않은 포획암 등이 있다. 이러한 전단운동

의 결과로 옥동단층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선캄브리아

기와 캄브리아기 지층의 경계이자 우리나라 지체구조구

중 영남육괴와 옥천대의 경계단층으로 해석되고 있다.

계곡을 따라 장산층에서 연대가 젊은 상부층의 방향

으로 내려가다 보면 산책로 난간에서부터 회색 내지

담회색을 띠는 점판암이 관찰되는데 이 층은 장산층과

정합관계에 있는 묘봉층이다. 사질의 퇴적물이 퇴적되

다가 정합적으로 셰일과 같은 이질 퇴적물이 퇴적된

것을 바탕으로 과거 조선누층군의 퇴적시기에 퇴적환

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묘봉층의 점판

암은 층리방향과 다른 방향의 면구조가 관찰되는데, 이

는 퇴적 이후 조구조적 응력에 의해 발달한 엽리로 판

단된다. 따라서 이 층에서는 층리와 엽리를 구별할 수

있는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 

계곡 하류로 내려가면서 묘봉층 상부에서는 유백색,

회색 내지 분홍색의 석회암이 관찰된다. 이 층은 풍촌층

혹은 대기층으로 불리는 석회암층이다. 석회암은 화학적

풍화에 약하며, 단열이나 층리 같은 불연속면을 따라 용

식이 쉽게 일어난다. 따라서 석회암 지대에는 동굴이 쉽

게 생성되는데, 다리안계곡을 따라 풍촌층이 발달한 곳

에서도 소규모의 석회동굴이 관찰되어 이러한 지하수의

작용에 의한 용식을 학습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본 사이트에서는 이상의 내용과 같이 선캄브리아기

의 화강편마암과 하부고생대층의 부정합 및 대표적인

암상에 대한 관찰을 병행할 수 있고, 폭포, 폭호, 포트

홀 등 다양한 하천지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또한,

화강편마암 표면에 발달한 단층조선(slicken-line)과 단

층계단(fault step) 등의 구조를 통해 단층의 운동감각

을 확인할 수 있어 퇴적학, 층서학, 지형학, 구조지질

학적 관점에서 학술 ·교육적 가치가 높은 장소이다

(Fig. 6). 지질유산 가치평가 결과 III등급(KNPS, 2015)

으로,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I등급(NIER, 2007)으로

평가되었다.

Fig. 5. (a) Tension gashes developed on the wall of Jangrim-ri outcrop, (b) Schematic diagram showing mechanism of

tension gash formation (Fosse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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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금곡리 킹크띠

단양읍 금곡리 85-3번지 솔티천 하상(36o58'32.41''N,

128o24'50.13''E)에는 N42oE/63oNW의 자세를 갖는 층

리 단면에 다수의 킹크띠(kink band)가 관찰된다

(Fig. 7). 킹크띠는 일반적으로 엽상규산염 광물이 풍부

하여 엽상이 잘 발달하는 비등방성 암석에서 형성되는

구조이다. 킹크띠는 연속적이지만 급격한 힌지를 형성

하는 수 cm~수십 cm 규모의 띠로 발달하며(Fossen,

2010), 그 형태를 통해(Z 또는 S) 전단작용의 감각을 유

추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일반적인 전단단열이 최대주응력 방

향(σ1)에 대해 약 30o로 발달하는 반면 킹크띠는 약

60°로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형성 당시

의 응력조건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 노두에서는 전단

대를 따라 발달한 소규모 단층과 엽층이 습곡된 양상

을 토대로 우수향의 전단감각을 파악할 수 있다. 

Fig. 6. (a) Field photographs of Darian Falls, (b) Contact boundary between the Jangsan quartzite and the Sobaeksan granite

gneiss, (c) Enlarged photo of the Jangsan quartzite.

Fig. 7. (a) Kink band developed on the bottom of the river. It shows the right lateral movement sense, (b) Conjugate kink

band, (c) Block rotation which shows the right lateral movement sense, (d) Schematic diagram showing kinematics of a

kinkband (Andre and Klig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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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이 노두에서는 회전운동(block rotation)

현상과 세맥(vein)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 두 구조 역

시 고응력 복원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회전운동은 주

운동감각과 역방향의 운동감각을 보이며, 세맥의 경우

장기간 변형을 받아도 끝부분은 인장단열과 동일방향

으로 남아 운동감각을 해석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시자

역할을 한다. 이 노두는 소규모 구조를 통한 응력 유

추 실습을 위한 야외학습장으로 좋은 장소이다(Fig. 7).

지질유산 가치평가 기준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우수한

학술 ·교육적 가치를 지녔으나 나머지 항목에서 상대적

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받아 III등급으로 분류되었다. 

4.1.7. 노동리 침강습곡

단양읍 기촌리 노동고개에서는 습곡축이 상당한 침

강각(40°N/29°E)을 갖는 전형적인 침강습곡(plunging

fold)이 관찰된다(36°58'42.53''N, 128°23'35.72''E). 이

노두에서는 배사형 침강습곡구조를 관찰할 수 있으며,

습곡축과 습곡날개가 잘 노출되어 3차원적으로 습곡구

조를 이해할 수 있다. 전술한 내용 외에도 본 노두에

서는 습곡축면 엽리가 관찰되는데, 이 엽리가 날개 부

분에서는 층리와 혼란을 주고 있어 이를 활용한 층리

와 엽리의 구분방법과 중요성 등 습곡에 대한 여러 내

용을 학습할 수 있는 학술 ·교육적 가치가 큰 노두이다

(Fig. 8a). 지질유산 가치평가 결과 IV등급으로 평가되

었다(KNPS, 2015). 

4.1.8. 노동리 고갯길 부정합

이 노두는 기촌리에서 노동리로 넘어가는 고개 중턱

에서 관찰 가능하다(지리좌표: 36o58'32.71''N 128o23'35.

75''E). 이곳에서는 조선누층군의 석회암과 평안누층군의

최하부층인 만항층(보라색 및 녹색의 셰일, 사암으로

구성된 층)이 부정합으로 만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다. 부정합면을 따라서 풍화대가 발달하여 접촉 경계

를 비교적 명쾌하게 인식할 수 있다. 

지질유산 가치평가 기준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재현

성, 자연성 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특이성,

심미성 등의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부여받아 III등급

으로 평가되었다. 

4.2. 카르스트지형

4.2.1. 천동동굴

천동동굴은 약 4억 5천만 년 전에 퇴적된 고생대

석회암이 오랜 기간 용식을 받아 형성된 석회동굴로

지방문화재(충청북도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되어 있다.

천동동굴에는 splash deposits로 생성된 동굴산호와 포

도상구상체(Suh, 2010), 그리고 전형적인 종유관이 무

리 지어 발달해 있다. 전술한 특성은 천동동굴이 성장

단계에 있음을 지시하며(Hong et al., 1990), 일부 종

유석은 절단되어 있어 단면을 통해 종유관과 종유석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Kwon, 2012). 천동동굴의 경우

다른 개발동굴에 비해 잘 보존되어 있어(Hong et al.,

1990) 우수한 가치를 갖는다.

이 외에도 측면에서 공급되는 물에 의해 방해석이

넓게 퍼져 자라는 석회암 바위(꽃쟁반)와 물속의 방해

석이 수류현상에 의해 자라는 수중 석순(영지버섯)이

관찰되며(Fig. 9a, b), 동굴 내 지하수에 의해 형성된

원마도가 높은 역이 퇴적되는(Fig. 9d) 등 다채로운 2

차 동굴생성물(speleothem)이 발달해 있어 지오사이트

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 사이트이다(Fig. 9d). 지질유

산 가치평가 결과 II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KNPS,

2015), 전국자연환경조사 평가항목을 토대로 평가한 결

과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아 I

Fig. 8. (a) Field photograph showing anticlinal plunging fold developed in Nodong-ri uphill, (b) Unconformity of Choseon

Supergroup and Pyeongan Super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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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으로 평가되었다(NIER, 2007). 

4.2.2. 여천리 카르스트 지형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 일대는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의 회색 석회암을 기반암으로 하며 돌리네가 무리지어

발달해 있어 지형도, 항공사진 등 원격영상에서도 쉽

게 인지된다. 본 지역은 석회암의 암석학적 특성에서

기인한 자연현상으로 인해 과거 여우내, 건천 등으로

불려왔으나, 현재는 여천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돌리네의 경우 예로부터 ‘못밭’이라고 불려오는 등 일

반인들도 인지하고 있다. 

한국의 카르스트지형은 전형적인 산악카르스트로서

대부분 산지 중턱 혹은 능선 주변 등지에 발달해 있어

(Kwon, 2011), 돌리네가 무리로 발달하기 어려우나,

지형학적으로 하안단구에 해당하는 여천리의 경우(e.g.

Choi and Rheem, 1990) 지하수위보다 높은 고도에

평탄면이 발달하여 돌리네가 무리로 발달할 수 있는

환경(Kwon, 2013)이 조성되었다. 여천리에서는 이 외

에도 복합돌리네, 우발라, 다양한 카렌(kluftkarren,

hohlkarren, deckenkarren spitzkarren, hogbackkarren),

카르스트 건곡(blind valley or sinking creek), 낙수혈

(sinkhole), 테라로사 등 나출카르스트(nackte karst) 및

피복카르스트(soil-bedecker karst)를 관찰할 수 있으

며, 카르스트지형 윤회와 석회암 지대에서 인간의 삶

과 문화에 대해서 학습이 가능한 학술·교육적으로 가

치가 큰 사이트이다(Fig. 10). 지질유산 가치평가 결과

III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KNPS, 2015), 전국자연환경

조사 평가항목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에서는 자연성을

제외하고 높은 점수를 부여받아 I등급으로 평가되었다

(NIER, 2007). 

4.2.2. 석문

석문은 지형학적으로 자연교(natural bridge) 지형이

다. 자연교는 주로 감입곡류하천이 곡류목(meander

neck)을 절단하는 경우, 석회동굴의 발달이 정지되고

해체되는 과정, 파랑의 침식(Klaus et al., 2005), 그리

고 풍식(특히 건조지역)에 의해서도 발달할 수 있다.

석문의 경우 석회동굴의 천정부가 무너져 내리고 그

일부가 아치 모양으로 걸려있는 것을 토대로 원래의

동굴 모양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Kwon, 2012).

국내에서 관찰 가능한 자연교는 대부분 하천과 파랑

의 침식으로 형성된 것으로 석회동굴의 붕괴로 인해

형성된 것은 드물며, 본 사이트 주변에는 소규모 동굴

및 자연교가 다수 발달해 있어(Fig. 11b) 지형발달과정

Fig. 9. Field Photographs of Cheondong Cave. (a) Stalactites and cave popcorn, (b) Underwater speleothem, (c) Speleothem

in Cheondong Cave, (d) Secondary cave sediments composed of round g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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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등 희소성과 학술 ·교육적 가치

가 인정되는 곳이다. 이 외에도 주변에 돌리네, 석회암

원추기둥(도담삼봉)이 발달하는 등 카르스트지형을 종

합적으로 학습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이다. 지질유산 가

치평가 결과 II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KNPS, 2015),

전국자연환경조사 평가항목에서는 대부분 높은 점수를

부여받아 I등급으로 평가되었다(NIER, 2007). 

4.2.3. 도담삼봉

원추모양 기둥인 도담삼봉은 석회암의 불용성 부분

이 잔존하여 형성된 일종의 카렌으로 유수와 지하수의

차별침식과 용식에 의해 형성되었다(Ji et al., 2007).

도담삼봉이 발달한 지역 일대는 피복카르스트가 지배

적인 경관을 이루고 있으나, 본 지형은 나출카르스트

로 주변과 상이한 경관을 조성하고 있다. 과거 강변에

위치하던 도담삼봉은 충주댐의 건설로 하천수위가 상

승하여 현재는 강 가운데 하중도의 형태로 남게 되었

다. 댐 건설로 수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강

가운데 위치하게 되면서 오히려 관광지로서 더욱 각광

받고 있다(Ji et al., 2007). 또한, 도담삼봉의 주변에서

Fig. 10. Yeochon-ri area. (a) Solution doline, (b) Kluftkarren and terra rosa, (c) Sinking creek (blind valley), (d) UAV

Orthophotograph of Yeochon-ri karst (https://blog.naver.com/kwontor55).

Fig. 11. Field photographs showing karst landform. (a) Seogmun (natural bridge), (b) Picture taken from the east side. It

shows two small natural bridges and Seog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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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입곡류하천인 남한강의 공격사면과 활주사면에 발

달하는 다양한 하천지형(하식애, 활주사면단구, 포인트

바, 범람원 등)을 관찰할 수 있어 심미성, 다양성, 특이

성, 학술 ·교육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Fig. 12). 지질

유산 가치평가와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I등급으로 평

가되었다(NIER, 2007; KNPS, 2015).

4.3. 풍화지형 및 하천지형

4.3.1. 선암계곡(상선암, 중선암, 하선암)

선암계곡은 중생대 백악기에 관입한 흑운모화강암

지역에 위치하는 전형적인 기반암 하도로 상류에서부

터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으로 명명되어 관광명소로

활용되고 있다. 화강암은 그 암석학적 특성으로 인해

풍화될 때 암괴에서 입상붕괴의 형식으로 모래가 형성

되는데(kwon, 2013), 이는 유수에 의해 쉽게 제거되어

석산과 기반암하도가 형성되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중에서 냉각된 화강암과 같은 심성암은

풍화 ·침식에 의해 상부 하중이 제거될 때 보상적 융기

를 경험하며, 이때 수직한 방향의 인장력이 작용하여

판상절리(sheeting joint)가 발달한다. 판상절리는 지표

면의 형태를 반영하여 돔형으로 발달하며(Kwon,

2013), 그 자체로 경사급변점의 역할을 하거나 경사방

향을 따라 계단형의 하상을 형성하는 등 폭포와 급류

가 형성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Jeong, 2018). 상선

암에는 소규모의 폭포가 발달해 있는데, 암석의 색상

과 형태적 특성으로 인해 그 모습이 마치 용암이 흐르

는 듯하다(Fig. 13d). 본 자원에 대해 ‘용암폭포’라는

독특한 고유지명을 부여한다면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

발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이 곳에는 상술한 암석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산지와

상류로부터 공급된 거력들이 분포하며, 다채로운 하천

지형(폭포, 포트홀 등)과 풍화지형(토르, 나마, 그루브,

박리 등)을 관찰할 수 있어 기반암 하도 내에서 하천

지형 발달과정과 화강암의 생성과 해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구조적인 약대를 따라 풍화지형과

하천지형이 연계되어 발달하고, 고철질암맥이 관입해

있는 등 심미적, 학술 ·교육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

이다(Fig. 13a, b, c). 지질유산 가치평가와 전국자연환

경조사 평가항목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각 III등급

(KNPS, 2015)과 II등급(NIER, 2007)으로 평가되었다.

4.3.2. 사인암

사인암은 중생대 백악기 흑운모화강암 지역에 발달

해 있으며, 선암계곡과 유사한 지형발달 과정을 경험

했으나, 사인암의 경우 높이 약 50 m의 단애가 경관을

주도하고 있어 지배적인 경관이 다르다. 사인암은 화

강암체상에 발달한 구조선(절리, 단층)을 따라 풍화와

침식이 진행되고, 이후 하천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단

애로(Kim, 2016), 사인암 주변에는 선암계곡과 마찬가

지로 다양한 하천지형과 풍화지형이 발달해 있어 이와

관련해 학습하기 좋은 장소이다. 

특히 사인암의 상부에 발달하는 토르와 직교하는 수

평 ·수직절리는 전형적인 모양으로 발달해 있어 화강암

의 심층풍화와 토르의 형성과정에 관한 교과서적인 지

역이기도 하다(Fig. 13e). 지질유산 가치평가 결과 II등

급(KNPS, 2015)으로,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I등급

(NIER, 2007)으로 분류되었다. 

4.3.3. 영춘단구와 북벽

단양을 관류하는 남한강의 연안에는 지반의 융기와

기후변동에 의한 하천의 침식 ·퇴적의 반복으로 활주사

면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비대칭적인 2~3단의 단구면

이 분포하고 있는데(e.g. Im, 1990; Kim, 2016), 그중

Fig. 12. (a) Picture of Dodamsambong peaks(http://chulsa.kr), (b) Field photograph of Dodamsambong peak. Cruise ship

and motor boat are in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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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Geological outcrops of Seonam Valley and Sainam, (a) Sangseonam, (b) Jungseonam, (c) Haseonam, (d) Newly

named ‘Lava waterfall’ developed in Sangseonam, (e) Sainam showing a typical development process of tor.

Fig. 14. (a) Photograph of the Bukbyeok (www.visitkorea.or.kr), (b) Field photograph of Yeonchun river terrace (Ji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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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영춘단구는 우리나라의 단구들 가운데 가장 모

식적인 것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Im, 1973). 영춘단

구는 남한강의 생육사행으로 인해 형성된 원력 중심의

활주사면 단구로 상위면, 중위면, 하위면 3단으로 발달

해 있다(Fig. 14b). 구하상면의 잔존지형인 하안단구는

제4기 환경의 특징인 기후변동, 해면변동과 지반운동

등에 의해 발달한 지형으로 구성물질의 대부분이 퇴적

층과 토양이기 때문에 제4기 환경변화의 흔적이 남아

있어 제4기 편년의 기본 자료가 되는 학술적가치가 큰

지형이다(Ji et al., 2007). 또한, 석회암 지역에 발달한

영춘단구에는 여천리 카르스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카

르스트지형이 발달해 있다. 

북벽은 남한강의 하각작용으로 형성된 것으로 영춘

단구의 발달과 그 맥을 같이한다. 북벽은 여타 하식애

와 견주었을 때 비고가 상당히 크게 발달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낸다(Fig. 14a). 이 외에도 벽

면에 하식동, 하식노치 등 다양한 미지형이 발달해 있

으며, 주변에 소, 여울, 범람원, 사력퇴적지, 애추 등 다

양한 단위지형들이 발달해 있어(NEIS, 2016) 학술 ·교

육적 가치 역시 큰 장소이다.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자연성, 다양성, 규모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

받았으나 희소성과 학술성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

아 III등급으로 평가되었다(NIER, 2007).

5.선정된 지질·지형자원에 대한 지오투어리즘

관점에서의 활용방안

단양은 다양한 시대의 지층과 암상과 고환경 및 구

조운동사 등을 추론하고 학습하기 좋은 다양한 지질구

조들이 발달해 있으며, 계곡을 따라 발달하는 모식적

인 하천지형과 풍화지형, 그리고 전형적이고 다양한 카

르스트지형이 발달해 있어 국내 최고의 야외지질답사

장소로 인기를 끌어왔던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단양

이 지닌 천혜의 지질 ·지형자원을 지오투어리즘 관점에

서 활용한다면, 관광객 흡수요인 다변화 및 지역민 고

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질학과 지형학의 대중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에 단양의 지질 ·지형자원을 관광에 접

목시키고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오투어

리즘 코스를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5.1. 지오트레일 코스 조성 및 스토리텔링

지오트레일 코스는 지질 ·지형자원의 접근성 향상과

흥미유발 및 교육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단양의 경우 현재 소백산자락길(제4~7코스), 느림보강

물길, 느림보유람길, 선암골 생태유람길 등 다양한 도

보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스탬프투어를 통해 개별 관광

자원으로 탐방객을 유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하지만 개별 지질 ·지형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이들을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엮어내는 코스가

부재하여 흥미 유발과 효과적인 교육관광이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도보

길과 연계한 지오트레일 코스를 개발하여 각 지질 ·지

형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각

사이트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경우 산재한 지질 ·지형자

원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지질 ·지형자원의 분포와 특성

을 고려하여 구조길(Route A: 정환루트), 층서길

(Route B: 순복루트), 풍류길(Route C: 삿갓루트) 등

총 세 개의 코스를 제안하고자 한다(Fig. 15). 먼저 구

조길은 단양지역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갖고 오랜 기간

연구하고 학생들의 야외답사 장소로 사용해 오신 서울

대 김정환 교수님의 이름을 따서 일명 “정환루트”로

명명하였다. 이 코스는 소백산자릭길(3자락 죽령옛길)

과 연계가 가능한 코스이며, 구조지질학적 중요성이 높

은 노두인 죽령역 향사구조−대강농공단지 소규모습곡−

북상교 두무골층−장림리 취연성변형구조−사인암을 포함

하는 코스로 총연장은 약 8.5 km이다(도보 약 3시간

소요). 이 코스에서는 상이한 연대의 암석에 기록된 다

양한 지질구조(취성 및 연성 변형구조)가 관찰 가능하

며, 구조운동을 이해할 수 있는 실습도 가능해 구조지

질학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닌 코스이다. 

다음으로 층서길은 한국의 지질층서에 대한 많은 애

정을 갖고 오랜 기간 연구하여 많은 의미있는 성과를

남기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임순복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일명 “순복루트”로 명명하였으며, 층서적인 특성

을 비교적 잘 관찰할 수 있는 코스로 소백산자락길(4

자락 가리점 마을옛길)과 연계가 가능하다. 다리안폭포

−천동동굴−금곡리 킹크띠−노동리 부정합−노동리 침강

습곡 노두를 포함하며, 총연장은 약 11 km이다(도보

약 4시간 소요). 층서길에서는 다양한 시기의 암석과

그 경계를 관찰할 수 있어 지층의 접촉 및 상호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암질에서 비롯되는 다

채로운 지형경관을 보고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풍류길은 한국의 대표적인 방랑객으로

알려진 김삿갓의 묘지가 근처에 있어 역사와 자연을

결함하고자 “삿갓루트”로 명명하였다. 이 루트는 느림

보 강물길(1코스 삼봉길, 2코스 석문길, 4코스 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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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5코스 수양개역사문화길), 소백산자락길(6자락 온

달평강 로맨스길, 7자락 십승지 의풍옛길), 느림보 유

람길(1구간 선암골 생태유람길)과 연계 가능하며, 영춘

단구와 북벽−여천리 카르스트−석문−도담삼봉−선암계

곡(하선암, 중선암, 상선암)을 포함하는 코스로 총연장

은 약 62 km이다(차량이용 약 5시간 소요). 이 코스에

서는 우리나라에 발달하는 전형적이고 모식적인 대부

분의 카르스트 현상(나출 ·피복 ·지하카르스트)을 단시

간 내에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학술 ·교육적 가치가

상당한 코스이다. 이 외에도 단양 남부 화강암 지역에

발달하는 다양한 풍화지형과 남한강을 따라 발달하는

단구와 해식애 등 대규모의 하천지형은 교육적 가치뿐

아니라 심미적 가치도 상당하다.

지오투어리즘은 암석에 혼을 불어넣는 과정으로 개

별 자원에 대한, 그리고 개별 자원들을 엮어내는 스토

리텔링이 필수적이다. 위에서 제시한 코스를 다양한 시

기에 형성된 암석과 접촉관계, 다양한 지질구조와 지

형을 활용한 고환경 및 구조운동사 이해를 주제로 연

계하여 가칭 “한반도 지질구조사 코스”를 개발한다면

교육적, 심미적 측면에서 다양한 목적을 지닌 탐방객

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각 코스는 주변 경

관이 수려하고 소백산, 역사·문화 관광자원 등 연계 가

능한 다양한 자원들이 분포한다(Fig. 15). 이 외에도

구조길과 층서길은 야외지질답사 코스로 활용하기 위

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정도의 연장으로 설계하였고,

풍류길은 전문 tracker들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코스들은 상이한 기

반암으로 인해 주도되는 지질 ·지형학적 특성이 달라

학습할 수 있는 주제가 다양하고 사이트별로 명확해

지오트레일 코스로 운영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5.2. 해설판과 전망대(viewpoint)

해설판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경관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하며(Fig. 16b), 각 사이트

의 분포와 위치, 탐방객의 접근경로를 고려해 설치 지

점과 개수를 선택해야 한다. 해설판의 제목과 내용은

Fig. 15. Map showing the distribution of geological and geomorphological resources and suggested geotrail courses.



60 정수호 · 권오상 · 김태형 · Naik Sambit Prasanajit · 이진현 · 손효록 · 김영석

탐방객들이 코스를 거닐며 한눈에 읽어내야 하므로 간

단 ·명료해야 하며(Oh and Jeong, 2017), 일반인들도

전문적 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되고 모식

도 등을 활용하여 흥미를 자극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야 한다. 

해설판 설치는 전망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

관자원을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때 전

망대의 설치는 필수조건으로 알려져 있는데(Kwon,

2011), 이는 지질 ·지형자원은 조망하는 방향과 위치에

따라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석문을 남북 방향으로 조망하는 경우 심미적, 학

술 ·교육적 가치가 없으며, 다리안폭포의 구조지질요소

에 대해 안내되지 않는 경우 지질학적 중요성과 가치

를 탐방객들이 인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단위지

질 ·지형자원에 대한 최적의 조망위치를 선정하고, 해

당 지점에서 관찰 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해설판을 제

작한다면 탐방객들의 만족도와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탐방객이 느끼는 심미적 만족

감 및 교육적 가치와 연관된다. 지오투어리즘은 비록

학문적 바탕을 갖지만 결국은 탐방객의 만족이 중요시

Fig. 16. Examples of informative board. (a) Informatory board of Yellowstone national park. It provides information about

location, geological processes and history involved in detail. Public awareness board were also installed to prevent any kind

of accident during the geosite visit, (b) Description board of Giant’s Causeway is produced considering surrounding

lithology (http://m.kjdaily.com).

Fig. 17. (a) photos showing present boat tour for tourists at Danyang-gun (https://blog.naver.com/dal9548), (b) Field

photographs showing sport and adventured activities available for tourists (Suh, 2010), (c) View of Danyang-gun from the

Yangbaeksan Observatory (https://blog.naver.com/kimyd4100), (d) An example of geo-experiential activity.



단양지역 지질 ·지형자원의 가치와 지오투어리즘 관점에서의 활용방안 61

되기 때문에(e.g. Ju and Woo, 2019) 전망대의 조성

은 매우 중요하다.

5.3. 해설사의 활용

해설사는 전문가와 일반인을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

을 하며,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

질 ·지형자원의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

체이다. 과거와 달리 탐방객들의 지식수준과 정보력이

향상된 관계로 외형에 의존한 전설, 설화 등의 단순한

해설과 전문지식의 단순한 전달 수준의 해설은 탐방객

들을 만족시키지 못해 긍정적인 흡입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정

있는 지역민을 해설사로 선발하고 교육하여 해설사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민은 타지 출신 해설사

와 달리 지역의 생활 ·문화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지역애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Park, 2011).

이처럼 지역민을 해설사로 고용하는 경우 지질 ·지형자

원에 대한 자발적인 보전,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

효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오투어리즘의 목적인

지질 ·지형자원 보존−교육 ·관광−활용을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5.4. 체험프로그램 및 보조시설 설치의 중요성

내륙에 위치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다양한 체험프

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 하지만 단양의 경우 남한

강이 그 중앙부를 관류하고 있으며, 다수의 석회동굴

이 발달해 있어 선상관광, 동굴탐험 등 다양한 프로그

램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탐방객들은

선상관광을 통해 접근이 어려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질 ·지형자원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며, 다각도에서 자

연을 경험할 수 있다. 현재 도담삼봉 인근에서 유람선

과 모터보트가 운영되고 있고(Fig. 17a), 충주댐 건설

이후 충주호 유람선과 관광선이 단양지역까지 접근하

고 있는 등 기존시설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동굴탐험은 미지의 공간탐험에 대한 호기심과 알려

지지 않은 지질 ·지형자원이 다수 발달해 있다는 매력

이 있어 유관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caving sports를

즐기는 일반 탐방객이 많이 찾고 있다. 이 외에도 석

회동굴에는 16C부터 유럽에서 외상치료에 사용된 항

생물질인 종유석, 석순표면 혹은 드물게 유석면이나 석

회암 원석면에 부착된 백색의 점토상 물질인 지정

(gnome or moon milk)이 있어(suh, 2010), 적절히

관리하면서 홍보를 한다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탐방

객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방문자센터와 같은 시설은 다양한 측면에서 지오투

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적 목적으로 건립된

방문자센터의 경우 해당 지역의 정보와 지질 ·지형자원

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탐방객의 갈증을 해소

할 수 있으며, 야간 혹은 우천 등 악천후 시 야외관광

이 곤란한 경우 대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탐방객

센터에는 지질 ·지형자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수준 높은

해설 외에도 지질학 및 지질공원에 대한 정보가 제공

되어야 하며, 탐방객의 연령대 및 목적을 고려한 다양

한 체험프로그램(석회암 용해실험, 초콜릿으로 지질구

조 만들기, 안내판 및 해설 제작체험 등)이 제공되면

많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방문자센터는 접

근이 편리하고 주변경관을 담아낼 수 있는 곳에 위치

하는 것이 좋은데(e.g. 양남면 주상절리 조망타워), 단

양의 양백산전망대도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접근성이

좋아 이와 연계하여 방문자센터를 운영한다면 흥미유

발, 교육적 측면에서 모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프로그램들과 시설이 지오투어리즘 관점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상해설사, 동굴탐험전문

가(동굴과학자, 동굴탐험가), 시설물관리인, 체험활동전

문교원 등 운영의 주체가 요구되는데, 이 역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 토    론

6.1. 지질·지형자원 가치평가에 대한 논의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기존 조사를 통해 발굴된 자원

외에도 기존 가치평가 기준을 토대로 가치 있는 자원을

신규로 발굴하였다. 그 결과 i) 대체로 지질학적 요소가

강조되는 노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치평가 결과

가 낮게 확인되었으며, ii) 동일한 대상이지만 지형자원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했을 때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

등 2가지 특이점이 확인되었다(Table 2). 상술한 문제

들은 지질학적 요소가 강조되는 자원의 가치가 낮아서

도출된 결과이기보다는 평가항목의 세분화 정도, 평가

대상의 특수성에 기반한 평가기준 유무, 평가항목 간

상치,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한 가중치 적용

여부 등 크게 4가지 부분에서 비롯된 결과로 판단된다.

첫째, 가치평가 항목의 세분화 정도: 지질유산 가치

평가와 전국자연환경조사의 평가항목과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나(다양성, 자연성, 희소성, 규모 등 일부 항목에

서는 차이를 보임), 평가 기준의 세분화 정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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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로 다양성과 자연성 항목의 경우 두 평

가에서 동일한 내용(다양성: 노두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요소, 자연성: 인위적 훼손의 면적)을 토대로 평가하지

만, 지질유산 평가기준의 항목이 1~5점으로 세분되어,

높은 점수를 부여받기 어렵다(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

다). 평가기준은 평가결과의 신뢰도와 연관되는 내용

(e,g, Yun and Shin, 2015)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세분화는 평가항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일례로 노동

리 습곡의 경우 침강습곡을 야외에서 관찰할 수 있는

노두로 희소성이 인정되나, 평가대상이 ‘습곡’으로 한

정되어있어, 희소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다

음 단락에서 논의될 평가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

해서는 평가항목 역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대상의 특수성에 기반한 평가: 전국자연환

경조사 평가기준에는 희소성과 규모 항목의 전국 중앙

값이 제시되어(NIER, 2017) 단위지형별 특성에 맞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질유산 가치평가의 경우 중

앙값이 제시되지 않아 조사자의 경험(혹은 지식)에 의

존한 주관적 평가가 수행될 수 있다. 즉 경험이 부족

한(분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조사자

에 의해 평가되는 경우 희소성에 대한 오평가가 이루

어질 수 있다. 

Table 2. Results of previous and new assessment for geological·geomorphological resources

No

Geological·

Geomorphological

Resources

previous survey result New assessment results**

Observable Features

(Key word)
Assessment results 

of geological 

heritage

Natural 

Environment 

Survey

Assessment results 

of geological 

heritage

Natural 

Environment 

Survey

1
Syncline structure

(near Jungnyeong Station)
- - IV - Syncline structure

2

Samll-scale Folding

(Daegang-ri Industrial 

complex of rural areas)

- - III -
Parasitic fold, 

Crenulation cleavage

3
Dumugol Formation

(Buksang bridge)
- - III -

Nodular limestone, 

Worm eaten-limestone

4

Brittle and Ductile 

Deformaion Structure 

(Jangrim-ri)

- - VI -

Tension gash, vein

Slicken line, 

fracture, bedding

5 Darian Falls III I III* I*
Fault, Unconformity, 

Waterfall, Xenolith

6
Kink band

(Geumgok-ri)
- - III -

Kink band, T-fracture, 

Block rotation

7
Plunging fold

(Nodong-ri uphill)
IV - IV* -

Plunging fold, Bedding, 

Foliation

8
Unconformity

(Nodong-ri uphill path)
- - III - Unconformity

9 Cheondong Cave II - II* I
Speleothem, Botryoid, 

Marine sediment

10
Karst***

(Yeocheon-ri)
III - III* I

Doline, Uvala, Karren, 

Sinking creek

11 Seogmun II I II* I* Natural bridge

12 Dodamsambong Peaks I I I* I*
Limestone pillar, 

River cliff, Slip off 

slope terrace

13 Seonam Valley - - III II

Sheeting joint, Weathering 

landforms, Pothole, 

Waterfall

14 Sainam II I II* I* Cliff, Cut bank, Tor, Joint

15
Yeongchun River 

Terrace and Bukbeok
- II - III*

River cliff, River cave, 

River terrace, Talus

* 기존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신규평가를 생략하고 기존의 것을 사용
** 전국자연환경조사 지형분류에 포함되는 자원의 경우 전국자연환경조사 지형평가 기준을, 그 외의 경우 지질유
산 가치평가 기준에 의거해 평가함
**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여천리 내 개별단위지형들에 대해서는 지형평가가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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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항목의 경우 노두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

를 부여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규모는 평

가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수성에 기반한 평가기준이 마

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는 기존연구(e.g. Yun and

Shin, 2015; Lee et al., 2016)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현행 평가표상 조사자의 재량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

는 기타 항목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지만,

규모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절하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기생습곡의 경우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의 습곡구조를 도시할 수 있는 중요한 구조로 규

모가 작더라도 우수한 가치를 지니나, 현행 평가기준

에 의하면 1점밖에 부여받지 못한다. 기생습곡과 같이

작은 규모로 발달하는 지질자원의 규모를 평가할 때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각 지질유산별 규모

평균값에 대한 비율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

합할 것으로 판단된다(e.g. 규모 10 m 이상 50 m 미

만 3점 → 평균 규모의 100% 3점). 상술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노두 규모의 중

앙값을 제시하여 조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어느정도 해

결할 수 있다.

셋째, 평가항목 간 상치: 본 내용은 지질유산 가치평

가의 자연성과 접근성 항목에서 나타난다. 자연성 항

목은 노두의 자연적 형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평가대상 지역의 총면적 대비 훼손 면적을 평가기준으

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다른 평가항

목 중 접근성 항목과 상치된다. 예를 들어 지질유산이

도로변에 인접한 경우 접근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사면을

절개하는 경우가 많으며, 도로변에는 다수의 인공구조

물이 존재하고 있어 자연성이 낮게 평가되는 등 두 항

목이 상치된다. 따라서 자연성 항목의 경우 해당 자원

의 형태적, 성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구조물이 노

두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역을 기준으로 제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접근성 항목

은 부수적 가치에 포함되어 지질유산의 등급 결정요소

는 아니지만, 해당 자원의 전체적인 가치를 낮출 수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넷째,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한 가중치 적

용: Park and Cheong(2012)과 Kang and Lee(2015)는

전문가 설문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을 통해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계산한 바 있다. 전국자

연환경조사에는 해당 가중치가 적용되어 최종 점수합

산 과정에서 평가항목별 상대적 중요도가 고려된다. 즉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낮은 항목(규모, 재현 불가능성)

에서 저평가되어도 가중치가 높은 항목(희소성, 특이성)

을 통해 평가결과가 보정되어 해당 단위지형의 가치가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다. 지질유산 가치평가

의 경우 평가항목의 세분화(5급간)와 구체적인 조사지

침을 토대로 객관적 조사가 수행되고 있으나 가중치

개념이 도입되지 않아 자원에 대한 오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한 가중치 개념이 도입

된다면, 보다 신뢰도 높은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술한 내용은 비단 본 연구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비생물자원인 지질 ·지형자원에 대해 다양한 부처

(문화재청, 삼림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지질공원 등)에

서 상이한 기준을 토대로 조사가 수행되고 있고, 다양

한 법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자원 평가결과에 대

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관리·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성

을 유발할 수 있다. 비록 기관별로 목적 지향적인 조

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조사의 기준과 항목 등 큰 틀은 같아야 한다.

즉 평가기준이 구체화된 다양한 평가항목을 제시하여

모든 자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동일한 평가가 수행되게

하고, 기관의 특성(조사 목적)에 따라 평가된 항목을

일부 취사 ·선택하여 평가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e.g. 지질유산 가치평가의 경우 평가항목을 본

질적 가치, 부수적 가치, 보전 및 관리 분야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자원의 등급을 분류할 때는 본질적

가치만을 고려하나, 지질공원 신청 시에는 부수적 가

치 이외의 것도 고려하여 복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6.2. 단양형 지오투어리즘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10개의 국가지질공원(한탄강,

강원평화지역, 강원고생대, 청송, 경북동해안, 부산, 무

등산, 제주도, 전북서해안, 울릉도 ·독도)이 조성되어 있

다. 각 지질공원은 각자만의 심볼과 테마를 갖고 운영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의 경우 다양한 지질

유산과 배후의 풍부한 인프라를 토대로 ‘도시형 국가

지질공원’을 테마로 삼았으며,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의

경우 화산섬을 테마로 조성되어 있다. 

단양의 경우 학술·교육적, 심미적 가치가 상당한 다

채로운 지질 ·지형자원이 발달해 있고 접근성이 뛰어나

다. 이 자원들은 접근성과 희소성 측면에서 우수한 가

치를 가지며, 적절한 규모로 발달해 있어 세밀한 관찰

과 실습을 위한 학습의장으로써 큰 가치를 지닌다. 따

라서 단양의 경우 테마를 교육으로 설정하여 ‘교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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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질공원’을 조성한다면 타 지질공원과 차별화된

테마를 가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각 국가지질공원

들이 서로 다른 매력과 주제로 다양한 관광객의 만족

을 충족시키며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결 언

단양은 이미 관광지로서 비교적 잘 알려진 지역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반암, 지질구조, 지형 등 우수한

지질 ·지형자원이 다수 발달하여 지질유산 가치평가, 전

국자연환경조사 등 이전의 조사를 통해 많은 자원이

발굴되었으며, 중부내륙지방에 위치하고 차량과 철도를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교육형 지오투어리즘을

운영하기에 상당한 이점을 가진 지역이다. 본 연구에

서는 기존에 발굴된 자원과 평가를 통해 신규 발굴된

우수 지질 ·지형자원들의 특성과 분포, 스토리텔링을 통

한 연계 가능성을 토대로 총 15개의 자원을 선정하였

으며,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3가지 지오트레일 코스(구

조길, 층서길, 풍류길)를 제안하였다. 

구조길(Route A: 정환루트)에서는 지층의 관계와 지

질구조를 토대로 고환경과 구조운동을 이해할 수 있으

며, 층서길(Route B: 순복루트)에서는 다양한 시대의

암석과 그 경계를 통해 지층의 접촉과 상호관계에 대

해 이해할 수 있다. 풍류길(Route C: 삿갓루트)에는

다양하고 모식적인 카르스트지형과 풍화지형 및 하천

지형이 발달해 있으며, 암질에 따라 상이하게 발달하

는 지형을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지질 ·지형자원과 탐방코스는 1) 해설판과 전

망대 설치, 2) 지역민 해설사 양성 및 배치, 3) 탐방객

센터와 선상관광, 동굴탐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될 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질 ·지형자원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통

한 자발적 보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를 활용한 지

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소

중한 자원을 학자들만의 연구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홍보와 교육을 통해 지질학으로의 관심을

유도한다면 학문의 저변확대와 후학양성 등 학문의 발

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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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Example of resultant assessment table for a geological heritage

조사번호 일련번호

지질유산 조사표

조사자 김영석, 정수호 소속 및 연락처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ysk7909@pknu.ac.kr

조사지역

(권역)
충청권(중부권역) 지질도 단양

수치지형도

도엽번호
죽령(368022)

유형분류

지질시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캄브리아기 대표암상 충식석회암, 녹색사질 셰일 백색괴상석

위 치 충북 단양군 단양읍 금곡리 85-3 위경도
36o58'32.41''N

128o24'50.13''E

규모 폭, 연장 1 m 내외 (솔티천 하상 및 하천변 노두)

특징

본 사이트는 다리안관광지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위치한 솔티천에서 위치하며 다수의 킹크띠가 관

찰된다. 일반적인 전단단열의 경우 최대주응력 방향(σ1)에 대해 약 30o의 각도로 발달하나, 킹크띠

의 경우 이와는 다르게 약 60o의 각도로 발달하여 특징적이다. 본 노두에서는 전단대를 따라 발달

한 소규모 단층과 엽층이 습곡된 양상을 토대로 우수향의 전단 감각을 파악할 수 있으며, Block 

rotation 현상과 세맥(vein)도 발달하고 있다. 이상의 여러 구조들은 고응력 유추에 유용하게 활용되

며, 학생들의 야외학습장으로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사진 및 

설명 사진 1. 금곡리 솔티천 전경 사진 2. 우수향운동감각의 킹크띠

사진 3. 지괴회전 사진 4. 공액상 킹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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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Continued

조사번호 일련번호

지질유산 항목별 가치 평가표

조사자 김영석, 정수호 소속 및 연락처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ysk7909@pknu.ac.kr

조사지역 (권역) 충청권 (중부권역) 지질유산명 금곡리 킹크띠

지질도 단양 수치지형도 도엽번호 죽령 (368022)

평가항목
평가점수

구분

기호
점수 부여 근거5 4 3 2 1

합계(①+②) 32/100

가

치

분

야

본

질

적

가

치

①

학

술

및

교

육

대표성 ○ ·본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부재하나, 해당 구조를 토대

로 고응력 유추가 가능함

·현재까지 단양군에서 발견된 것은 없음

· Block rotation, vein system, conjugate kink band, 기반암 하상, 포

트홀, 폭포, 급류 등 다양한 지질구조와 단위지형이 관찰됨

·사전 등 단행본에 제시된 내용 및 삽화와 해당 구조의 특성

이 정확히 일치함

·현재 환경에서 재형성되기 어려움

·본 구조와 관련한 특이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음

희소성 ○

다양성 ○

전형성 ○

재현성 ○

특이성 ○

②

지

형

및

경

관

규모 ○
·상당히 작은 규모로 발달해 있음

·주변에 인공구조물이 축조되어 있으나, 노두 자체가 훼손되지 

않음

·일반인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솔티천에 발달한 다

양한 하천지형과 결부되어 심미성이 인정됨

자연성

(온전성)
○

심미성 ○

부

수

적

가

치

③

기

능

토양기능 ○ ·농경, 삼림 등의 목적을 위한 기능 및 활용가능성이 낮음

·솔티천과 남쪽의 산지가 만나고 있으며 국부적으로 습지환경

이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 역할을 할 수 있음

·농경, 삼림 등의 목적을 위한 기능 및 활용가능성이 낮음

·솔티천과 남쪽의 산지가 만나고 있으며 국부적으로 습지환경

이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 역할을 할 수 있음

생태기능 ○

④

경

제

관광자원 ○ ·주변에 다리안폭포, 천동동굴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음

·지질자원으로서 가치는 낮음

·주변에 다리안폭포, 천동동굴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음

·지질자원으로서 가치는 낮음

지질자원 ○

⑤

역

사

및

문

화

역사성 ○

·본 노두가 위치한 사이트(솔티천)와 킹크띠가 역사성, 민족성, 

상징성을 갖고 있지 않음

민속성 ○

상징성 ○

⑥ 보전 및 

관리 분야

접근성 ○
·다리안관광지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위치하며, 도보로 1분 이내로 접

근 가능함

편의 및 

방호시설
○

·솔티천으로 진입을 위한 계단과 횡단을 위한 다리가 만들어져 있으

며, 대형 단양군 안내지도(판)가 있음

관리현황 ○ ·보호 대상이 아니며, 지질유산 목록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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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Example of resultant assessment table for a Geomorphological resource

지형속성조사표

조사지역(연도-도엽명) 18-매포 기존조사정보 -

도엽번호 378143 격자번호-연번 E9-00

지형명(기호) 돌리네(GK01) 등급 I

지형형성작용
외적작용

■ 풍화작용 □ 매스무브먼트 □ 생물

■ 침식(유수, 지하수, 파랑·해류 등, 바람, 기타) 

□ 퇴적(유수, 지하수, 파랑·해류 등, 바람, 기타) 

■ 기타

내적작용 □ 지각변동 □ 화산작용

구성물질

기반암
지질 풍화정도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회색 석회암 5

퇴적물
입경특성

□ 256 mm이상 □ 64-256 mm □ 2-64 mm

■ 0.0625-2 mm □ 0.625 mm이하

원마도 □ 각력 □ 아각력 ■ 아원력 □ 원력

토양 □ 없음 ■ 있음(테라로사, 적색)

피복상태

□ 식생(산림, 초지)   □ 나지(해변, 강기슭, 암벽·바위) ■ 농경지

□ 수역(하천, 호소)   □ 습지(내륙습지·수변식생, 연안습지)

□ 시가화, 건조지역  □ 기타 ( )

지형교란요인
자연적 요인 ■ 없음              □ 있음 

인위적 요인 □ 없음              ■ 있음 

환경모니터링 필요 (인근에 석회암 채석장이 있으며, 농경을 위한 지형면의 훼손이 우려됨)

위치 및 사진설명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 일대에 발달한 카르스트지형을 촬영(여천삼거리 주변). a) 돌리네, 

b) 카렌, c) 카르스트 건곡, d) 여천리 전경(blog.naver.com/kwontor55)

비고  본 역은 돌리네가 지배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대표지형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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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Continued

지형조사상세표

조사지역(연도-도엽명) 18-매포 기존조사정보 -

도엽번호 378143 격자번호-연번 E9-00

지형명(기호) 돌리네(GK01)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점수 평가근거 비고

대표성

지역 

대표성
3

1) 여천리는 기반암의 특성으로 인해 과거 건천이 발달하여 여우내 

혹은 건천으로 불렸는데 현재는 여천으로 개명되었다.

2) 돌리네가 지배적인 경관을 형성하며, 예로부터 ‘못밭’으로 불리는 

등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형이다.

여천리

카르스트, 

못밭, 

여우내 등

전형성 3
1) 용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형성원인과 형태가 전형적이다.

2) 여천리는 카르스트지형 학습을 위한 좋은 사이트로 대표성과 교

육적 가치가 상당하다.

희소성

분포빈도 3 돌리네는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7개가 발굴되는 등 다

른 단위지형보다 전국적으로 희소하게 분포한다.

분포패턴 3
돌리네는 지질(석회암)분포특성에 의해 분포패턴이 결정되며 한국의 

경우 전형적인 산악카르스트로 본 사이트와 같이 돌리네가 무리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단구가 발달해야 한다.

특이성 특이성 3 돌리네가 단구 상 무리 지어 발달해 있고, 인접한 돌리네와 연합하

여 발달하는 등 특이성이 인정된다. 

재현불

가능성

민감성 3 외부환경에 의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자연적(인위적) 복원이 

불가능하다.

자연사적

가치
3 1) 석회암: 퇴적 당시 환경(천해)을 지시한다. 

2) 단구력: 형성 당시 환경(하천)을 지시한다.

석회암, 

단구력

학술·교육

적 가치

학술성 2 본 사이트에 대해 수행된 연구는 적으나, 연구대상으로 활용 가능성

이 충분하다.

교육적 

활용
3 해당 사이트는 한반도 중부에 위치하며, 단양군 내에서도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으로 야외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연성 보존성 2 본 사이트 인근(남서쪽)에 석회암 채석장이 있다.

다양성

구성요소 3 여천리에서는 돌리네, 복합돌리네, 우발라, 카렌, 카르스트 건곡, 하

안단구 등 다양한 지형이 발달해 있다. 

복합성 3 여천리 주변에는 자연교(석문), 카렌(도담삼봉), 감입곡류(남한강), 하

식애, 포인트바 등 다양한 지형이 발달해 있다.

규모 규모 3 전국자연환경조사 단위지형별 규모 중앙값인 50 m×60 m보다 큰 규

모로 발달해 있다.

기타항목

총 점 37 가중치 반영 점수 27.8 등 급 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