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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의 해안 지형에 대한 지리교육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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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해안 지형에 대한 교과서의 내용이 동해안과 서해안 비교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소홀하게 다루어 

왔던 남해안의 해안 지형에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 제3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부터 현재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남해안의 해안 지형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여, 남해안 해안 지형에 대한 주요 탐구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탐구주제는 남해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남해안은 융기 해안인가 침강해안인가, 남해안의 주요 해안 지형은 무엇

이며, 어떤 지형형성작용을 거쳐 형성되었는가 등이다. 많은 섬과 만입의 출입이 복잡한 남해안은 물질 수지에 있어서 동해안이

나 서해안과는 달리, 다른 해안지역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질의 간섭이 적다. 이에 따라 남해안 만입의 물질 수지는 육지로부터 공급

되는 물질이 해안퇴적 지형에 뚜렷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남해안의 주요 해안퇴적 지형으로는 모래 해빈, 간석지, 자갈 해빈이 곳

곳에 발달하며, 그 외의 주요 해안 지형으로는 해안단구, 해식애 등이 잘 발달한다. 이러한 다양한 해안 지형들은 기반암의 종류 

및 풍화 특성, 만입과 돌출부로 나타나는 해안의 지형환경 등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다.

주요어: 지구조 운동, 선구조, 해수면 변동, 모래 해빈, 간석지, 자갈 해빈

Abstract: This study is a work to supplement the contents of the coastal morphology of the South Coast in Korean 

Peninsula, which has been neglected because the textbook contents on the coastal morphology are described mainly 

in comparison between the East and West Coast. To this end, from the 3rd curriculum textbook to the current 

curriculum textbook, the contents related to the coastal morphology of the South Coast were analyzed, and the main 

topics of inquiry about the coastal morphology of the South Coast were selected. The selected topics of inquiry are 

‘from where to where the south sea is’, ‘whether the South coast is an uplifted or subsided coast’, ‘what are the major 

coastal morphology of the South Coast’, and ‘how are they formed through geomorphological processes’. Unlike the 

East and West Coast in terms of material balance, the South Coast, where shows indented coastline owing not only 

to the alternation of bays and headland ridges but also to the distribution of numerous isles, has little interference from 

materials supplied from other coastal areas. The main coastal sedimentary topography of the South Coast is sand 

beach, tidal flat, and gravel beach, and the other major coastal morphology are coastal terraces and sea cliffs. These 

various coastal morphology are the result of interaction between the types of bedrock and weathering characteristics, 

and the coastal topographic environment that appears as bay and headland.

Key words: tectonic movement, lineament, sea level change, sand beach, tidal flat, gravel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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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해안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경계에 위치하기 때문

에 바다와 육지의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고 바다 생태계

와 육지생태계가 만나는 점이지대이며, 다양한 요소들

이 복잡하게 상호 작용하고 있는 섬세한 환경이다. 또한 

인간이 이용할 때 결코 앞으로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

는 지역이 아니다. 기후변화나 해수면 변화와 같은 변화

가 가장 먼저 도달하는 지역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가 종종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최광희 외, 2007). 

해안은 매우 역동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해안은 바람, 

강수, 파랑, 조류, 하천 등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예

를 들어 모래로 이루어진 해빈 지형은 하루 혹은 4계절 

동안에도 자주 그 모습이 변화할 수 있으며, 아마도 인

간의 생애주기 내에서 그 형성과 변화를 관찰할 수 있

는 대표적인 지형 경관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와 같이 4계절이 뚜렷하여 날씨 변화가 다양한 환경에

서는 모래 해빈의 형성과 변화는 4계절 내내 다양한 모

습을 보인다.

세계적으로 해안지역은 많은 인구가 분포하는 중요

한 생활공간이다. 우리나라의 남해안 지역은 기후가 따

뜻하여 생태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서 사람이 살기

에도 유리한 생활공간이다. 남해안에는 연중 난류가 흘

러 양식업을 비롯한 수산업이 발달하였고, 많은 섬과 난

대성 식물이 함께 어우러진 해안 지형 경관이 매우 다

양하고 독특하여 관광지로도 인기가 높다. 또한, 만이 

발달한 곳에는 비교적 해안 수심이 깊고 조차도 크지 

않아 항구 발달에 유리하여 우리나라 경제 발달의 견인

차가 되었던 남동 연안 공업지대가 조성되었다. 최근에

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망이 연결되어 교통 인프라가 

확충1)된 남해안 지역은 새로운 차원의 관광･레저 산업 

발달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

는 만큼 해안 지형의 발달과 분포도 매우 다양하다. 동･

서･남해안은 해안선의 윤곽이 특색을 달리하며, 해안선

을 따라 나타나는 해안 지형 경관도 그 모습이 다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동해안은 단조로운 해안선을 이루고 

있어 파랑의 작용이 지배적이며, 서･남해안은 섬･만･반

도가 많아 복잡한 해안선을 이루고 있어 조류의 작용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 해안선의 특징은 소축척 지

형도나 위성영상에서 파악되는 특징일 뿐, 실제로 대축

척 스케일의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반화는 곤란하다. 

더불어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안 지형은 다른 특색을 보

이기 때문에 서･남해안으로 묶어 동일시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이 연구는 그동안 교과서에서 동해안과 서해안 위주

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서 남해안의 해안 지형에 대해 

소홀하게 다루어 왔던 점에 착안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그동안 교과서 상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남해안의 해안 지형 특성에 대해 지리교육적으로 접근

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3차 교육과정 교과서인 

고등학교 ‘국토지리’에서부터 현재의 2015 교육과정 고

등학교 ‘한국지리’교과서에서 남해안의 해안 지형에 대

해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여 종합하

였다. 이를 토대로 남해안의 해안 지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몇 가지 탐구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어디에서부

터 어디까지가 남해안인가? 둘째, 남해안은 융기 해안인

가 침강 해안인가? 셋째, 남해안의 주요 해안 지형은 무

엇이며, 어떠한 지형 형성 작용을 거쳐 형성되었는가? 

넷째, 남해안 일대의 자연경관은 인간의 간섭에 의해 어

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앞의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 그

와 관련된 내용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

은 해안 지형에 대한 지형학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작

성하였다. 

II. 남해안의 해안 지형에 대한 교과서 내용 

분석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남해안의 해안 지형 관련 내

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3차 교육과정 (1973년 2월~ 

1981년 12월)부터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

지 교과서를 검토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토지리’ 교과서(이지호 

외, 1979)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여 개발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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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과서로서 한 권만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해안 지형 

전공자가 집필을 하였기 때문에 비교･분석의 기준으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토지

리’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를 

위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두 교과서 내용 중 남해안의 

해안 지형에 대한 부분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외 제4차･제5차･제6차･제7차･2009 개정 교육과정 교

과서 내용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

여 제시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토지리’ 교과서에서 발

췌한 남해안의 해안 지형 관련 내용은 표 1과 같다.

‘국토지리’ 교과서에 제시된 해안 지형 내용의 특징은 

첫째, 동해안과 남･서해안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해안

선의 특색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산맥의 방향과 해안선

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안선의 단조로움과 복잡함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지반 운동과 관련하여 동해안은 

융기 해안이며, 남･서해안은 침강 해안으로 규정하고 있

다. 셋째,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안 지형 특성을 거의 동

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요 해안 지형인 사빈과 

간석지를 설명하는 내용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넷째, 

명칭 사용에 있어서 서해안과 황해안을 섞어 사용하고 

있다. 다섯째, 간석지에 관한 내용이 다른 지형 요소에 

비하여 비중을 많이 차지하며,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구

체적이다.

제4차 교육과정(1982년 1월~1987년 6월) ‘지리 I’교과

서에서는 ‘II. 자연환경과 생활 4. 지형’ 단원에서 남해안

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며 종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단원의 내용 구성은 세계의 대지형과 소지형을 설명하

는 가운데 한반도의 지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

도 지형 관련 내용과 분량이 적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

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안의 해안 지형과 자연

환경 특성을 구체적으로 다룬 까닭은 당시 우리나라가 

남해안 일대의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경제발전을 추구하

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 내

용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남해안은 한반도에서 가장 복잡한 해안으로 화원･

해남･고흥･여수･고성 반도 등의 표출과 이들 사이에 강

진만, 보성만, 순천만, 광양만, 진해만 등의 만입은 물론, 

진도, 완도, 거금도, 청산도, 나로도, 돌산도, 남해도, 거

제도 등을 비롯한 섬들로 다도해를 이룬다. 무수하게 산

재한 크고 작은 섬들과 해안 절벽, 사빈이 번갈아 발달

하기도 하여, 이곳에 생육하는 난대성의 식물과 함께 특

색 있는 경관을 이루어 해상 관광지가 되고 있다. 또한, 

남해안은 만입이 많은데다가 비교적 해안 수심도 깊고 

조차도 크지 않아 항구 발달에 유리하므로, 많은 임해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는데, 근래 해수 오염에 의한 적조 

현상이 자주 일어나 수산 양식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

다(김상호 외, 1985).”

표 1. 제3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토지리’ 교과서에서 발췌한 남해안의 해안 지형 관련 내용

단원명 내용 비고

I. 우리 나라의 자연 환경

2. 지질과 지형

(4) 해안과 대륙붕

� 해안과 해안선

동해안은 전반적으로 지반이 융기한데다가 산맥이 해안과 평행하게 달리기 때문에 해안선이 비교적 

단조롭다. 그러나 황해안과 남해안은 태백 산맥, 낭림 산맥에서 뻗어나온 이차적인 산맥들이 해안 

가까이에서 끝나고 또 지반이 침강하여, 대소의 만과 반도, 곶과 섬이 많으며, 해안선의 출입이 대단히 

복잡하다. 특히, 소백 산맥과 노령 산맥이 끝나는 남･서해안의 다도해(多島海) 지방은 리아스식 해안

(Rias coast)의 세계적인 예이다.

� 주요 해안지형

사빈

황해안과 남해안은 수심이 얕고 해안선이 복잡한데다가 근해에 섬이 많고, 조차가 커서 파도의 작용

이 활발하지 못하며, 대규모의 사빈이 발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나마 사빈은 곶과 곶 사이의 

작은 만입을 중심으로 분포하는데, 큰 하천을 끼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규모가 작다. 대개, 

고조위(高潮位)에 형성되어 있는 이들 사빈에는 썰물 때 펄로 구성된 간석지가 전면에 나타나는 경우

가 많다.

간석지

황해나 남해로 흘러드는 하천들은 여름철의 홍수시에 대량의 토사를 바다로 유출시킨다. 그 중의 

일부는 하구 부근의 해안에 퇴적되어 사질(砂質) 간석지를 형성하고, 펄과 같은 미립 물질(微粒物質)은 

조류에 운반되다가 파도가 잔잔한 만입을 중심으로 쌓인다. 간석지는 특히 큰 하천이 유입하는 해안

에 널리 나타난다. 해저에서 조류나 파도에 의하여 침식되는 물질도 해안으로 밀려 나와 간석지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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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교육과정(1987년 7월~1992년 9월) ‘한국지리’ 

교과서에서는 3차 교육과정과 다른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으나, 해수면 변동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지반 운동과 산맥의 발달 방향은 우리나라 해안선의 

특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현

재의 해안선은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후빙기(後氷期) 

해면 상승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생대 제4기에는 빙기와 간빙기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데, 최후 빙기의 해면은 현재보다 100m 

이상 낮았었다. 빙기에 낮았던 해면은 약 1만 8천 년 전

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현재의 수준에 거의 

가까워진 것은 약 4천 년 전의 일이었다. 지반 운동에 비

해 해면 운동은 대단히 급속했다(권혁재 외, 1989).”

제6차 교육과정(1992년 10월~1996년 12월) ‘공통사회

(하) 한국지리’(서찬기 외, 1995; 황만익 외, 1995; 황재기 

외, 1996)와 제7차 교육과정(1997년 1월~2009년 2월) ‘한

국지리’ 교과서(황만익 외, 2002)에서는 제5차 교육과정

의 교과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 내용에서도 5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나, 몇몇 교과

서에서 동･서･남해안의 해안 지형을 분리하여 설명하는 

시도가 등장하였다(김주환 외, 2011; 기근도 외, 2011). 특

히 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에서는 ‘II. 지형 환경

과 생태계 3. 우리나라 해안 지형의 형성과 특색 4. 생태･

관광 자원으로서의 우리나라 지형 경관’ 혹은 ‘II. 지형 환

경과 생태계 3. 다양한 해안 지형과 변화 4. 생태 보전과 

관광 자원으로서의 지형’과 같은 단원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중에서 우리

나라 지형환경에 대해 가장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

었던 사례이다. 

반면에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에서는 

단원명이 ‘II. 지형 환경과 인간 생활 2. 하천 지형과 해

안 지형’으로 매우 단순할 뿐만 아니라 그 분량에 있어

서도 비중이 대폭 감소 되었다. 이러한 전체적인 교과서 

내용 구성의 틀 때문인지 남해안의 해안 지형에 대한 

내용은 한두 문장 정도로 축약하여 그 골자만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이나 지도 자료들도 매

우 제한적이어서 현장 교사들의 교수-학습 내용에 대한 

보완과 재구성이 없이는 교수-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예

상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5) ‘한국지리’ 교과서

에서도 제5차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박철웅 

외, 2017; 신정엽 외, 2017; 유성종 외, 2017)에서 다루고 

있는 남해안 지형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

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에서도 역시 

표 2. 2015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발췌한 남해안의 해안 지형 관련 내용

교과서 내용 비고

A

동해안과 서･남해안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서･남해안은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해안은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의 영향으로 해안선

이 산맥과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어 비교적 해안선이 단조로운 편이다. 반면 서･남해안은 산맥이 바다를 향해 있어 

크고 작은 섬과 반도, 곶과 만이 많으며 이로 인하여 해안선의 출입이 매우 복잡하다.

B

서･남해안과 동해안의 해안선 비교

서･남해안은 낭림산맥과 태백산맥에서 뻗어 나온 골짜기가 바닷물에 침수되어 복잡한 리아스 해안을 이룬다.

동해안은 해안선과 평행하게 뻗은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이 지반 융기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섬이 적고 해안선

이 단조롭다.

C

복잡한 서･남해안과 단조로운 동해안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해안선은 지반 운동과 해수면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서･남해안은 산맥이 해안을 향해 

뻗어 있고, 후빙기에 해수면이 상승하여 침수되었기 때문에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 해안과 다도해를 이루고 있다. 

이는 산맥과 해안선이 교차하는 형태로 만나 높은 산지 부분은 곶이나 반도, 섬 등으로 남았고, 산지 사이의 골짜기 

부분은 침수되어 만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동해안은 해안선과 가까이 평행하게 뻗은 함경산맥과 태백산맥

의 영향으로 해안선이 단조롭고 섬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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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과 서･남해안을 비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

하고 있으며, 특히 지금까지 교과서 중에서 해안 지형 

내용이 매우 간략하게 축약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제3차 교육과정부터 현재에 이

르기까지 교과서에서 해안 지형을 동해안과 서･남해안

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제시하여 왔기 때문에 남해안의 

해안 지형은 내용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다. 지금까지 교

과서 내용 변화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제3차 교육과정 

‘국토지리’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 해안 지형 전반에 대

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루었으며, 동･서･남해안을 

분리하여 서술하였다. 다만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안 지

형을 거의 동일하게 다루었으며, 지반이 침강하였다는 

오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제4차 교육과정 ‘지리 I’교과서

에서는 남해안 공업단지 조성의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

여 남해안을 독립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서해안 지형

과의 차별성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에서는 해수면 변동 개념이 구체적으

로 등장하였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

에서는 생태계의 일환으로서 지형환경을 매우 구체적으

로 다루었다. 반면에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

과서에서는 남해안의 해안 지형 내용 부재는 물론, 전반

적인 지형 관련 내용이 축소되었다.

III. 남해안의 해안 지형 특성

1.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남해안인가?

1) 남해의 명칭

바다는 해저지형이 해수로 채워져 있는 연속된 공간

으로서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인접국과 공유하고 있는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삼면은 바다와 접해 

있어서 국내 연구자들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연안해역을 ‘서해’로, 남쪽에 있는 연안해역을 ‘남

해’로 표기하는 데 더 친숙하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서해’나 ‘남해’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동해(East Sea), 황해(Yellow Sea), 동중국해(East China 

Sea)만 존재한다. 우리나라가 황해 대신 관행･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서해(West Sea)와 대한해협 대신 사용하는 남해

(South Sea)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바다 이름이 아니다.

국내에서 통상 사용되는 ‘남해(South Sea)’는 S-23 제3

판2) 또는 제4판 최종 초안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주

장에 의해 ‘일본해’라 불리는 ‘동해(East Sea)’에 포함된 

바다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바다 이름이 아니다(그림 1). 

이는 S-23 제1판(1928년)부터 제3판(1952년)이 발간될 때

까지 일제강점기였거나 우리나라가 국제수로기구(IHO, 

그 당시 IHB)에 가입할 수 없는 전쟁상황이어서, 일본

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우리나라 주변 바다 명칭과 경

계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변도성･최병주, 2018).

한반도 남쪽 바다를 우리 국민들은 ‘남해’라고 매우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으나 IHO가 제작한 ‘해양의 경계

(Limits of Oceans and Seas)’ 제3판에서는 동해는 물론 

남해까지 포함하여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하고 있

으며,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동해찾기운동’에서도 ‘남해’

의 실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주된 이유로 남

해는 단지 우리나라의 내해(內海)로서 크지 않은 바다이

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남해는 국내에서만 존재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냥 대수롭

지 않게 여길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남해는 단지 내해에 

해당한다고 할 만큼 작은 바다가 아니다. 남해보다 작은 

바다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무엇보다 남해는 해양환경적으로 황해(서해)나 동해와

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 국민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을 지닌 바다이다.

그림 1. 국제수로국(IHB) 발행 ‘바다와 해양의 경계’ 

S-23 판을 바탕으로 그린 대한민국 주변 바다의 명칭과 경계: 

황해(51); 동중국해(50); 일본해(52); 세토내해 혹은 내해(53); 

필리핀해(56); 오호츠크해(54); 남중국해(49).



남해안의 해안 지형에 대한 지리교육적 접근

―60―

‘남해’의 문제는 우리가 ‘동해’의 표기 문제와 동시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민간 

주도로 ‘동해찾기운동’이 개시되었고, 1992년부터는 정

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동해’ 이름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으며,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기 

시작하였다(장학봉, 2003).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해도에 동해/일본해 병기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3). 그 결과, 앞으로 발행하는 

새로운 해도에는 지명 대신 고유식별번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제2차 국제

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논의했던 결과가 2020년 12월 

1일 최종 확정되었다.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보고서에서 확정된 주요 내용은 첫째, 해역을 지명 표기 

없이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해도

집 표준 S-130 개발, 둘째, 기존 표준 S-23은 아날로그에

서 디지털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는 출판물로서 남

는다, 셋째, 필요시 해역의 속성정보를 어떻게 표시할지

에 관한 지침 개발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2) 남해의 지리적 경계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주변 바다를 너무나 자

연스럽게 동･서･남해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유감

스럽게도 동･서･남해의 지리적 경계를 공식적으로 구분

하고 있는 법제는 없다. 다만 일부 해양 관련 기관들이 

내규에 의하여 나름대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를 동･서･남해로 구분하여 사용

할 필요가 있거나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기상청 

등 해양 및 수로의 조사, 해양환경 및 생태조사, 기상예

보 등에 관계되는 기관들이다. 문제는 이들 기관들이 사

용하는 동･서･남해의 구분이 다르다는 점이다(그림 2). 

해양수산부는 1997년 간행한 바다안내도에서 대한해

협을 기준으로 하여 동해와 남해를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은 국립수산과학원(당시 국립수산진흥원)이 1979년 

한국해양편람에서 사용해 오던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수로와 해양조사 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국립해양조사원은 수로 

업무편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승두말(부산광역시 오륙

도 북방)을 기준으로 동해와 남해를 구분하고, 남해와 

서해는 해남각(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단)을 기준으

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기상청은 1999년도의 예보업무 규정을 통하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동･서･남해를 구분하고 있다. 즉, 

동해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해안 경계점을 기준

으로 동해와 남해를 구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단 사이의 해역을 기준으로 남해와 서해를 구

분하고 있다. 또한 지명의 표기 등을 주관하고 있는 국

립지리원(현 국토지리정보원)은 “한반도 남단의 동해와 

황해 사이의 바다”라고 또 다르게 정하고 있다. 그리고 

백과사전에서도 동･서･남해에 대한 구분을 달리하고 있

는데, 그 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는 “남해안의 구역

은 넓게는 일본 대마도(對馬島)와 제주도 사이의 한반도 

남부를 뜻하나, 자세히는 부산 부두에서 전라남도의 남

해갑(南海岬)까지를 말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표 3).

지금까지 지리교육에서는 남해의 범위에 대한 논의

가 없었으며,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에서조차도 남해의 범위에 대한 

내용은 없다. 지리교육용 남해의 경계는 현재 사용 중인 

남해의 경계 중에 국립해양조사원 남해의 경계가 대안

이 될 수 있다. 다만 서쪽 경계는 소백산맥의 남서쪽 연

그림 2. 동･남･서해안의 지리적 경계

(국립해양조사원 자료; 장학봉,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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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으로서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쪽 경계는 특징이 모호하여 추가적인 지리교육적 논

의가 필요하다.

2. 남해안은 융기 해안인가 침강 해안인가?

1) 해안단구 연구를 통해 산출한 융기율

해안단구는 과거 해수면 부근에서 형성된 파식대, 해

빈, 해안사구 등의 지형이 지반 융기나 해수면 하강 등

에 의해 현재의 해수면보다 높은 고도에 위치하게 된 

해안에 분포하는 계단 모양의 평탄한 지형이다. 현재는 

해수면이 상대적으로 높은 간빙기에 해당하므로, 현재

의 해수면보다 높은 고도에 발달한 해안단구는 해수면

이 높았던 이전의 어느 간빙기에 형성된 이후 지반 융

기를 받아 고도가 상승한 지형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해안에 발달해 있는 해안단구의 절대 연대는 해남

군 북평면 이진리,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사천시 대포

동,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 등지에서 보고되었으며,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부

산/경남 지역의 해안단구도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안단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에서 플라이스토세에 형성된 해안단구의 상대 연대에 

기초한 융기율은 서해안이 0.059~0.282m/ky, 남해안이 

0.020~0.385m/ky로서, 서해안에 비해 남해안의 융기율

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절대 연대가 제시된 

해안단구 선행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융기율을 재계산

한 결과, 해남군의 융기율은 0.031~0.099m/ky, 여수시의 

융기율은 0.114~0.185m/ky, 그리고 사천시의 융기율은 

0.033~0.069m/ky로 산출되었다(박충선 외, 2018).

남해안의 해안단구 연구를 통해 산출한 융기율이 지

니는 지리교육적 의미는 한마디로 남해안은 융기되었다

라는 사실이다. 앞서 검토한 교과서 내용에서는 침강하

였다라고 기술되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여야 할 것이

다. 그런데 남해안을 융기 해안이나 침수 해안이라고 단

정적으로 정의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학술적 검증이 필요

하다. 즉, 융기/침강 해안이나 이수/침수 해안이라는 용

어는 지리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에는 적절치 않다.

2) 남해안 해안선과 해빈 경사도의 특징

남해안은 지반의 융기와 더불어 신생대 제4기 후빙

기 해수면 상승에 의해 침수되어 형성되었다. 해수면 상

승 과정에서 골짜기를 따라 육지 쪽으로 깊숙하게 바닷

물이 들어와 만을 이루고, 산이 줄을 지어 산줄기를 형

성한 곳은 반도 형태로 남고, 침수된 골짜기로 분리된 

산은 섬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남해안에는 만

과 반도가 많아 해안선이 복잡하고, 크고 작은 섬이 많

은 다도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남해안을 침수 해안이라고 하지

는 않는다. 왜냐하면 남해안을 침수 해안이라고 하려면 

융기량과 해수면 변동량과의 관계를 계산하여 이를 입

증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학술 연구 결과

가 두 가지 변화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데

에는 아직 모호한 면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동･서･남해안의 해안선 변화를 양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축척을 1:50,000을 가정하여 파악한 해안선 길이

와 굴곡도 변화는 표 4와 같다. 남해안의 경계는 국립해

양조사원의 기준을 사용하였으며, 해안선의 길이는 현

재의 육지(강화도, 영종도, 진도, 남해도, 거제도 등 주요 

도서를 포함)를 기준으로 하였다(최광희 외, 2009).

해안선 길이는 1910년대에 발행된 1:50,000 지형도와 

1990년대말~2000년대초에 발행된 1:25,000 수치지형도의 

표 3. 주요 기관별 남해의 경계(범위)

구분 내용 비고(면적)

국립수산과학원
- 동쪽경계 : 대한해협 동단(방어진- 이즈모시를 잇는 선)

- 서쪽 경계 : 진도 서단-제주도 차귀도를 잇는 선

국립해양조사원
- 동쪽경계 : 승두말(부산광역시 오륙도 북방, 현 스카이워크)

- 서쪽경계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단
75,400km2

기상청
- 동쪽경계 :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해안 경계점

- 서쪽경계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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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1:25,000 지형도

는 1:50,000에 비해 공간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1:25,000 

지세도의 해안선과 가중 평균을 이용하여 1:50,000 축척

의 현재 해안선을 추정하였다. 해안선의 길이는 현재의 

육지(강화도, 영종도, 진도, 남해도, 거제도 등 주요 도서

를 포함)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굴곡도는 해안선의 복잡

한 정도를 나타내며, 0에 가까울수록 해안선이 단조로움

을 의미한다(최광희 외, 2009).

굴곡도(S) = 
지점간거리

해안선의길이지점간거리

해안선의 길이는 원래 자연상태에 가까웠던 1910년

대에는 서해안이 가장 길고, 남해안, 동해안 순이었다. 

그런데 2000년대에는 해안선의 길이가 남해안이 가장 

길고, 서해안, 동해안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해안이 간척사업에 의해 

해안선이 직선화되었고, 해안 제방, 방파제, 돌제 등의 

호안 구조물들이 설치됨에 따라 해안선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해안선의 길이 변화는 굴곡도 변화를 초래하여, 도서 

지역을 포함한 남해안 해안선의 굴곡도는 전체적으로 7.89

로 다른 해안에 비해 훨씬 굴곡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남해안의 해안선 변화는 서해안에 비해서는 그리 크

지 않았다. 그러나 득량만, 순천만, 남해도의 강진해 등

의 간석지 해안과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 등에서는 그 

변화 정도는 매우 컸다.

한편, 남해안은 산지와 해안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 

이에 따라 해안선에서 10km인 해안지역 평균 고도가 

114.9m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고도 분포

로 인해 이 지역의 사면 경사는 대체로 급하게 나타났

다. 분석 결과, 평균 경사는 약 11.2°였으며, 특히 경사 

11~30°까지 사면이 전체의 47.5%에 해당하였다. 남해안

의 해빈 경사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서부는 

완만하지만 동부는 급하게 나타난다(최광희 외, 2009).

3. 남해안의 주요 해안 지형은 무엇이며, 어떠한 지형형

성작용을 거쳐 형성되었는가?

1) 지구조 운동과 관련된 선구조 지형요소가 뚜렷한 

남해안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동･서･남해안 해안선의 특징을 

산맥과 해안선이 평행하는가 혹은 교차하는가를 잣대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설명은 소축척 지도에 나

타난 해안선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동해안의 

해안선도 대축척 스케일에서 보면, 다양한 굴곡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안선의 특징

을 동일시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

안선은 내륙으로부터 해안에 이르는 선구조적 특징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여 각각 설명하여야 한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동해안, 서해

안, 남해안은 각각 다른 선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동해

안은 한국 방향 산맥이 해안선과 평행하게 뻗어 있으며, 

서해안은 중국 방향 산맥과 해안선이 교차하고 있다. 하

지만 남해안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남해안 지형의 선구조 체계는 가장 거시적으로 드러

나는 산지 배열을 인식한 바탕 위에서 파악될 수 있다. 

남해안의 선구조들은 지역에 따라 방향과 연속성, 간극

을 달리하여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특성에 따라 산

지나 골짜기로 나타나기도 하며, 해안에서는 돌출부(헤

드랜드)나 만입을 이루기도 한다. 또한 어떤 방향들이 

어떻게 배열되는가에 따라 지형 요소의 규모와 형태가 

달라지기도 한다.

남해안에서는 주요 선구조들이 해안을 지나 바다까

지 연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선구조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열되었는가에 따라 방향과 규모를 달리하는 여러 개

의 만입과 반도, 섬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선구조가 반영되어 남해안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

면서 강진만, 보성만, 순천만, 광양만, 진주만, 진해만이 

표 4. 해안선의 길이와 굴곡도 변화 비교

구분
해안선 길이(km) 직선

거리1910년대 2000년대

동해안
길이 697 687 375.1

굴곡 0.86 0.83

서해안
길이 4201 2450 392.5

굴곡 9.70 5.24

남해안
길이 2666 2484 279.4

굴곡 8.54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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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로 나타나고 있다.

남해안의 주요 만입과 반도들은 규모는 다르지만 대

체로 북북동-남남서,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선구조에 의

해 구획되어 있다. 사천만에서 진주만, 강진해, 앵강만으

로 이어지는 만들이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발달한 대

표적인 만입이며 순천만, 광양만, 가막만, 마산․진해만은 

북북서-남남동 방향에 의해 형성된 만이다. 이러한 주요 

만입들 내부는 다시 다른 방향 선구조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개의 소규모 만입이 나타난다. 북동-남서 방향의 

보성만 내에 북북동-남남서로 구획된 소규모의 득량만, 

대전만, 고흥만이 나타나고,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진주

만에는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진교만이 나타난다.

남해안의 선구조적인 특징은 서쪽 토말로부터 동쪽 

부산에 이르기까지 ㅗ, ㅅ, ㄴ 형태의 해안 형태에 반영

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의 선구조적 특성에 따라 토

말-순천 구간을 남해안 서부지역, 순천-고성 구간을 남

해안 중부지역, 고성-진해 구간을 남해안 동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양재혁, 2007a)(그림 4).

이와 같이 거시적 시야에서 국지적 시야에 이르기까지 

파악되는 지형요소의 선구조 체계는 남해안 지형 경관의 

기본 틀을 이루며, 파랑과 조류 등 해수작용을 포함한 외

인적 작용은 이를 크게 변형시키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남해안 서부지역은 북동-남서 방향의 선구조들이 전

체적인 산지의 방향과 해안선의 윤곽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거시적인 산지와 해안선으로 나타날 뿐, 

북북동-남남서, 남-북, 북서서-남동동, 동-서 방향의 선구

그림 3.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산맥과 해안선 배열 모식도

그림 4. 선구조적 특징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남해안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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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들에 의해 개석･해체되면서 선형성과 연속성이 약화

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북동-남서 방향의 산

지를 해체하며 깊은 만이나 반도, 해협을 형성하는 남-

북, 동-서 계열 선구조는 아직 능선이 날카롭고 산지, 곡

지의 사면들도 직선상으로 발달하고 있다.

남해안 중부지역은 소백산지가 해안까지 이어져 있

는 여수반도부터 고성에 이르는 구간이다. 서쪽은 지리

산지가 높은 산지를 이루고 있고, 동쪽은 상대적으로 낮

은 기복의 중․저산성 산지가 자리 잡고 있어, 뚜렷한 지

형적 차이를 보인다. 서부지역과 중부지역의 경계를 이

루고 있는 여수는 지질적인 경계지점이기도 하다. 지리

산 편마암 복합체인 소백산지 지역을 기점으로 동쪽으

로는 경상누층군 퇴적암, 서쪽으로는 화강암류 암석이 

우세하게 나타난다(양재혁, 2007b).

지리산을 기점을 한 동쪽과 서쪽은 암석차로 인해 지

형 기복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만 선구조의 주요 경향은 

양쪽 모두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곳 선구조의 주요 특징

은 남해안 서부지역에서 거시적 지형 경관을 형성하였

던 북동-남서 계열이 많이 감소하고 북북동-남남동, 남-

북계열이 주요 선구조를 이룬다는 점이다.

남해안 중부지역에서 북북동-남남서 방향은 다른 방

향의 선구조에 비해 선형성과 연속성이 높으며 산지보

다는 곡지 형태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

들은 중부지역 전체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내

륙보다는 해안에서 빈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섬이나 반

도, 만입의 형상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남해

도의 형상을 결정한 북북동-남남서 방향은 내륙으로 길

게 이어져 진주에서 사천만, 진주만, 강진해, 앵강만을 

만들고 있다.

남해안 중부지역은 선구조의 변화가 뚜렷이 인식되

는 곳이다. 북동-남서 방향이 거시적인 산지와 해안선을 

형성하였던 서부지역과는 달리, 이곳은 전체적으로 남-

북 계열과 동-서 계열의 선구조가 주요 해안선과 지형 

기복을 형성하고 있다. 서쪽에서는 북북동-남남서, 북서

서-남동동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반면, 북북동-남남서가 

약해지는 동쪽의 자란만과 고성만에서는 북북서-남남동 

방향이 북서서-남동동 방향과 함께 해안선의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고 있다.

남해안 동부지역은 북북동-남남서 방향이 선형성과 

연속성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며 이 방향의 선구조가 

대부분의 지형 기복과 해안선의 윤곽을 결정하고 있다. 

특히 양산 단층을 비롯한 일련의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선구조 지대는 밀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수십 km에 걸

쳐 나타날 정도로 연속성이 높은 모습을 보인다.

북서서-남동동, 동-서 방향 등 동-서 계열은 남해안 

중부지역에 비해 연속성은 그리 높지 않으나 밀도나 선

형성이 비교적 높아, 북북동-남남서와 함께 남해안 동부

지역의 주요 선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동-서 계열

은 내륙뿐만 아니라 해안에서도 비슷한 밀도와 선형성

을 보이고 있어, 북북동 남남서 방향과 함께 해안선의 

윤곽을 결정하고 있다. 거제도는 이러한 모습을 가장 전

형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이다.

이와 달리, 북동-남서 방향은 서부에서 중부를 거치

면서 점차 약화되고, 동부지역에 이르면 완전히 사라져 

지형의 윤곽이나 해안선에서는 이들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지리산지에서 높은 선형성을 보이며 산지의 

주요 방향을 이루었던 남-북 방향도 동부지역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남해안 서부, 중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았던 북북서-남남동 방향들이 내

륙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나면서 일부 산지

들이 이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남해안 동부지역은 북동-남서, 남-북 방향의 선구조는 

사라지고 북동동-남남서, 북북서-남남동, 동-서 계열만이 

주요 선구조를 이루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선구조가 

단순한 특성을 보인다(양재혁, 2007a).

2) 남해안의 주요 해안 지형

남해안은 서부에서 동부에 이르기까지 갯벌, 모래 해

빈, 자갈(몽돌) 해빈, 해식애 등 곳에 따라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이윤화, 2005)(그림 5). 

이러한 지역적 변화는 파랑과 조류작용 이외에도 선

구조 특성이나 기반암의 종류와 풍화 특성, 만입과 돌출

부로 나타나는 지형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즉 남해안의 윤곽을 이루고 있는 만입과 돌출

부는 여러 지형학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면서 해안의 모

습을 곳에 따라 다르게 만들고 있다. 만입과 돌출부가 

해안 지형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입과 돌출부에 따른 침식/퇴적 작용이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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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은 여러 방향의 선구조에 의해 해안의 윤곽이 결정

되고 있다. 이러한 선구조에 의해 커다란 만입이나 돌출

부가 형성되고, 큰 규모의 만입과 돌출부에는 다시 소규

모 만입과 돌출부가 발달하고 있다. 커다란 만입으로는 

강진만, 순천만, 사천만 등을 들 수 있고, 커다란 돌출부

로는 여수반도나 고성반도가 그 예이다. 이와 같은 크고 

작은 만입과 돌출부가 반복되면서 남해안은 거시적으로

나 미시적으로나 해안선이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지형환경에 따라 만입에는 주로 퇴적 작용이, 

돌출부에는 침식작용이 우세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만입

에는 간석지, 사빈, 충적평야와 같은 퇴적 지형이, 돌출

부에는 해식애, 시스텍과 같은 침식지형들이 발달한다.

둘째, 돌출부의 특성에 따른 지형/물질공급의 변화이

다. 파랑이나 조류와 같은 외부적 응력에 대해 화강암, 

편마암, 퇴적암, 화산암 등과 같은 다양한 기반암으로 

이루어진 해안들은 각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들

의 지형적 변화양상도 다르다. 그리고 같은 암석이라 할

지라도 이들의 파쇄된 정도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

난다. 풍화의 양면성을 지닌 화강암도 절리의 밀도와 특

성에 따라 해식애로 남기도 하고, 표층 풍화 특성을 나

타내는 편마암도 쉽게 해체되어 만입을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기반암의 종류와 풍화 특성은 지형적 차이뿐

만 아니라, 해안으로 공급되는 물질들의 특성도 결정하

게 된다. 기반암의 종류와 풍화 특성에 따라 점토, 실트, 

모래, 자갈 등 다양한 종류의 물질들이 해안으로 공급되

며 그 양도 곳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때로는 배후산

지나 구릉 및 저지대의 기반암 속성이 반영되어 나타나

기도 한다. 그리고 해안으로 공급된 물질들은 파랑과 조

류의 작용과 맞물려 퇴적/침식을 결정하며 그 정도도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만입과 돌출부가 만들어내는 해안의 형상이다. 

남해안은 만입과 돌출부들이 ㅗ, ㅅ, ㄴ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해안의 형상은 파랑과 조류의 작용에 간섭

하여 곳에 따라 다른 모습이 나타나며, 해안을 따라 물

질들의 수직적･수평적 이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남해안의 만입/돌출부들은 각기 서로 다른 지형적 상황

에 놓이며, 선구조나 기반암의 특성이 반영되어 형성된 

만입 자체의 특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에 의해 

남해안은 내부에서 공급되는 물질이 매우 적을 뿐만 아

니라 외부에서 물질공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자그

마한 만입조차도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파랑과 조류의 작용이 곳에 따라 다르

게 작용하며, 이들의 규모와 정도는 만입/돌출부에 의

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해안과 

그림 5. 남해안에 분포하는 다양한 해안퇴적 지형(이윤화,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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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만입과 돌출부가 심하게 교대되는 곳은 단순한 파

랑과 조류만으로는 해안 지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모래 해빈

화강암은 풍화 초기나 풍화 전선대에서 석영이나 K-

장석이 입상붕괴 되는 풍화 특성으로 인해 해안으로 많

은 모래가 공급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화강암의 속

성을 반영하여 주변 지역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졌거나 

하천을 통해 화강암의 풍화 산물이 공급되는 지역에는 

백사장이 잘 발달하며, 남해안에 나타나는 대부분 해수

욕장은 화강암의 분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화강암의 암석산지가 해안과 일정 거리를 두고 배후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사면을 따라 거력, 암설, 모래, 미립

물질 등 많은 양의 물질들이 해안으로 공급된다. 공급된 

물질은 해안의 작은 곡지를 완전히 매립하여 해안선은 

국지적으로 직선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모든 화강암 지대에 백사장이 발달하는 것은 아니지

만 대부분의 백사장은 화강암지대에 발달하고 있다. 신

지도의 명사십리, 여수반도의 장등, 남해도의 상주, 거제

도의 구조라 해수욕장은 화강암과 모래사장이 일치되는 

곳이며, 광양만의 배알도 해수욕장은 하천을 통해 모래

가 공급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한편, 남해안에서 화강암이 기반암이 아닌 지역에서

도 모래 해안이 나타나는 경우가 곳곳에 있다. 예를 들

어, 편마암이나 반암과 같은 기반암으로 이루어진 장흥

의 수문 해안, 보성의 율포 해안 등은 내해에 위치하여 

파랑의 작용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래 해빈이 나타나

는데, 이는 인근 지역에 화강암이 분포하거나 이곳들로 

유입되는 소규모 하천의 상류 지역에 화강암이 분포하

고 있기 때문이다. 신지도, 생일도, 금일도도 소규모의 

화강암이 존재하는 남쪽에서만 모래사장이 발달하고 있

다. 특히 거제도의 모래 해빈은 이러한 양상을 가장 뚜

렷이 반영한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기반암이 경상누층군 퇴적암으

로 이루어진 섬진강 동쪽 지역에서부터 고성에 이르는 

해안에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반암이 퇴적암으

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지역에서 파랑의 작

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모래 해안이 나타나지 않고, 맑

은 바다와 해식애들이 주로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은 내

해나 외해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남해안 일대에서 모래 해빈을 형성하는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모래를 공급할 수 있는 화강암의 분포

이며, 이차적으로는 이들을 침식･퇴적시킬 수 있는 파랑

의 작용과 지형적 조건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하

여 모래 해빈이 발달한다(양재혁, 2007b).

(2) 간석지

간석지 발달에 유리한 조건들은 일반적으로 큰 조차, 

얕은 바다, 많은 토사를 유입하는 하천의 유입, 깊은 만

과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해안선 등을 들 수 있

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에는 약 2,482km2의 간석지가 분

포되어 있다. 그중 서해안에 전체 간석지 면적의 약 

86.5%인 2,148.4km2가 분포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남해

안에는 약 13.4%인 333.6km2가 산재하고 있다(표 5).

전라남도 남해안 일대는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섬

이 많다. 그러나 조차가 서해안보다 훨씬 작은 2.5~3.0m

로 간석지 발달이 서해안보다는 불량하며, 만의 안쪽 일

부에만 내만형 간석지가 형성되어 있을 뿐 도서형 간석

지는 두드러지지 않다. 

남해안에서의 조차는 서부지역(4m)에서 동부지역(1m 

20cm)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조화룡, 1987)(그림 6). 

조차가 서에서 동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은 동쪽으로 갈

수록 파랑이 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해안에서 간석지가 잘 발달하는 곳은 전라남도 해

역의 큰 만에 분포한다. 가장 서쪽의 도암만에는 만의 

규모에 비해 비교적 넓은 간석지가 발달해 있고 간척율

표 5. 시도별 연안습지(갯벌) 면적

면적 비율

총계 2,482 100

인천 728.3 29.3

경기 167.7 6.8

충남 338.9 13.7

전북 110.5 4.4

전남 1,053.7 42.5

경남 62.8 2.5

부산 20.1 0.8

(해양수산부, 2018, 통계; 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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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높다. 보성만은 깊은 만이지만, 만의 중앙에는 간석

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만 양안에 형성되어 있는 2차

적인 작은 만내와 보성강 하구에 형성되어 있다. 고흥 

반도의 해창만은 작은 규모의 만이지만 간석지가 넓게 

발달하였고, 1978~1992년에 걸쳐 모두 간척되었다. 순

천만도 역시 깊은 만이지만 간석지가 발달한다. 광양만

은 섬진강 하구에 간석지가 비교적 넓게 발달해 있으며, 

이 중 일부가 간척되어 광양 제철소 단지가 조성되었다.

경상남도･부산 해안은 해안선의 굴곡도 양호하고 배

후지 면적도 매우 넓지만 조차가 비교적 작고 앞바다의 

수심도 깊어서 간석지 발달이 매우 부진한 편이다(조명

희･조화룡, 1997).

남해안의 순천만과 사천만에 발달한 간석지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편마암은 풍화 

특성상 점토･실트 중심의 많은 미립물질을 공급한다. 이

로 인해 편마암을 유역으로 하는 하천 하구에는 규모가 

큰 점토･실트 중심의 미립질 간석지가 잘 발달한다. 순

천만 간석지가 대표적이다. 이에 반해 사암이나 셰일로 

구성된 퇴적암은 실트･극세사 중심의 조립질의 물질과 

각력을 소량으로 공급하여, 이러한 퇴적암 지역 해안에

는 자갈을 포함하는 조립질 간석지가 소규모로 나타난

다. 이러한 물질공급 특성 이외에도 퇴적암은 풍화가 느

리게 진전되고 심하게 풍화되어도 사면은 급한 경사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슈미츠 해머로 측정한 결과, 

손으로 뜯어도 부서질 정도인 15~20 정도의 강도에도 

해체되지 않고 수직으로 해식애가 잘 발달한다.

반면 유역 분지 내에 편마암과 화강암이 동시에 나타

나는 강진의 탐진강 하구에는 모래의 비중이 높은 사질 

갯벌이 발달하지만, 퇴적암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삼

천포-고성 구간에는 모래사장이 발달하지 않는다. 이러

한 곳은 오히려 작은 암설로 이루어진 자갈 해안이 나

타난다. 이와 같이 해안에 퇴적된 물질이 지역의 암석 

조건과 일치되고 있는 사실은 만으로의 물질공급은 인

근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로의 공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해안의 만입들

은 물질 퇴적에 있어 만입마다 고유한 특성을 보이며, 

인접해 있는 만이라 할지라도 서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즉 남해안은 각각의 만입이 독립적인 물질공급

과 퇴적체계를 가지며 발달하고 있다.

한편 사천만은 남해안 중부지역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주요 만입 중의 하나이다. 만입으로는 여러 하천이 

유입하고 있지만 소하천 하구 일대를 제외하고는 물질 

퇴적은 미약한 편이다. 퇴적된 물질도 점토･실트 중심의 

미립질의 간석지보다는 실트･극세사 중심의 조립질 간

석지에 자갈들이 적지 않게 관찰된다. 사천만은 주요 하

천 하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해안이 사면과 직접 맞

닿아 있어 물질 퇴적이 미약한 남해안의 해안 환경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천만은 조류의 작용이 상대적으로 약해

지고 파랑의 작용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주변 산지 

또한 백악기 화강암･화산암이 소규모로 관입하여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 누층군 퇴적암이 주를 이루고 있

어, 남해안의 다른 지역과는 차별적인 특징들을 담고 있

다. 따라서 사천만 지역은 남해안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 좋은 지역이다.

(3) 자갈(몽돌) 해빈

자갈(몽돌) 해빈은 직경 2~200mm의 자갈들이 퇴적

되어 있는 해안으로 보통 해안 경사가 급한 반사형

(reflective) 해안에 속한다. 이러한 해안은 과거 빙하나 

주빙하 지역이었거나, 지반운동이 활발한 지역, 또는 파

랑에 의한 해안 절벽의 침식이 활발한 곳에서 형성된다. 

그림 6. 우리나라 해안의 대조차(조화룡,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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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 해빈의 유형은 크게 사면에 인접하지 않고 독립적

으로 존재하는 것과 암석 해안의 돌출부 사이에서 인접

한 절벽 앞에서 포켓 비치(pocket beach) 형태로 나타나

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자갈 해빈은 경상북도, 경상남

도, 울산광역시 해안 지역과 남해안의 반도 및 도서해안 

지역에 잘 나타난다. 자갈 해빈 경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모래 해빈이나 간석지에 비해 드물게 나타나는 해안 경

관이다(최광희 외, 2009).

남해안의 자갈 해빈은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거제도

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안산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의 해

안에서 발달한다. 안산암은 풍화에 매우 강한 특성을 보

여 여러 방향의 선구조에도 해체되지 않고 뚜렷한 기복

을 형성한다. 여수반도가 대표적인 지역이다. 기반암이 

안산암질 암석으로 구성된 만입은 급한 사면으로 이루

어져 좁고 깊은 모습을 보이며, 물질의 퇴적도 별로 없

이 각력들 만이 소량 퇴적되어 있다. 안산암은 소량의 

암설 이외에는 다른 물질은 거의 공급되지 않는다. 안산

암이 외해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해안으로 공급된 각력

들은 와해되지 않고 마식되어 ‘자갈 해빈’이 발달한다

(양재혁, 2007b).

대표적인 자갈 해빈이 나타나는 거제도 학동 자갈 해

빈은 외해와 연결되어 파랑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다. 해빈의 폭은 약 40~50m, 길이는 약 2km 정도로 

국내 최대 규모의 자갈 해빈이다. 남쪽으로는 갈곶 반도

가 동서 방향으로 뻗어 있고, 서쪽으로는 노자산, 가리

산 등 해발고도 500~600m급 산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말단부는 완사면을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의 기반암은 

중생대 백악기의 퇴적암을 기반암으로 하여 일부 지역

에서 안산암질의 화산암류가 나타나며, 북쪽 해안에는 

제4기 충적층도 나타난다.

학동 자갈 해빈 배후에는 큰 하천은 없으며 여러 개

의 소하천이 흐른다. 학동 자갈 해빈의 상단부에서는 비

교적 굵은 자갈들이 다수 관찰되는데, 이는 폭풍파에 의

하여 운반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갈 해빈의 육지부에서 

해안으로 가면서 자갈의 크기는 왕자갈(cobble)에서부터 

왕모래(granule) 크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또한 

해빈에는 2~3개의 범(berm)이 발달하였으며, 경사는 비

교적 급한 편이다(이성순 외, 2008).

(4) 해식애

일반적으로 해안에 발달하는 해식애는 강한 암석이 

파랑의 작용에 의해 기저부가 침식되어 형성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남해안 일대에서 해식애

는 물리･화학적으로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화강암 지대

에서 보다는 오히려 손으로 뜯어도 부서질 정도로 풍화

된 퇴적암 지대에서 잘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해식애는 파랑작용이 강한 동해안은 물론 파랑이 작용

이 약하다고 알려진 서해안에서도 빈도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해식애의 발달이 반드시 암석의 강도나 파랑의 작

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암석, 같은 풍화 정도를 보이는 곳일지라도 수

직절리의 발달에 따라 사면의 경사가 다르게 나타난다. 

해식애가 잘 발달한 대부분 지역은 수직절리가 잘 발달

한 곳이다. 부산 태종대나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 남해

안 고성의 상족암과 거제도의 해금강, 소매물도 등이 대

표적으로 수직절리가 잘 발달한 곳들이다.

수직절리는 같은 암석 내에서도 습포 효과가 가장 극

소화되는 곳이다. 풍화를 유도하는 요인인 수분은 수평

이나 사선으로 발달한 절리에 비해 수직절리에서 상대적

으로 빠른 속도로 빠져나간다. 또한 지표에서 녹은 철분

이나 망간들은 수직절리를 통해 지하로 내려가는 과정에

서 수직 절리면에 집적되고 일종의 피막을 형성하게 된

다. 이는 암석을 수분으로부터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주

어 결국은 지표에 노출이 되어도 수직절리가 발달한 곳

은 해체되지 않고 암벽으로 잘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

해식애가 잘 발달한 곳은 파랑이 기저부를 강하게 침

식하는 곳이 아니라 수직절리가 잘 발달한 곳이다. 즉 

암벽이 있는 자리들은 파랑의 작용 강도보다는 그것에 

저항하는 정도가 강한 자리이며 이러한 곳은 예외 없이 

수직절리가 잘 발달한 곳이다. 특히 이러한 곳이 약한 

강도에도 급애를 잘 유지하는 퇴적암일 경우, 수직에 가

까운 해식애가 모식적으로 발달한다(양재혁, 2007a).

(5) 삼각주

낙동강이 남해로 유입하는 하류지역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각주 지형이 발달해 있다. 하천이 바다로 유

입하는 과정에서 유속의 감소로 상류로부터 운반하던 

퇴적물을 하구에 집중적으로 쌓으면서 형성되는 삼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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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은 하중도와 배후습지 등 다양한 하천 지형과 사주

섬과 해안평야, 그리고 간석지와 같은 해안 지형을 포함

하고 있다.

낙동강 삼각주 지역에서도 상부 삼각주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망류하계망 주변으로 대저도와 을숙도로 대

표되는 하중도군(群) 지형을 중심으로 하천의 영향이 큰 

지형이 발달해 있다. 삼각주 지역의 보다 남단에 해당하

는 해안으로는 도요등, 신자도, 백합등과 같은 삼각주연

안 사주섬군(群)과 해안평야, 그리고 이러한 지형 요소

의 주변으로 간석지가 형성되어 있다.

낙동강 하구역은 1987년에 완공된 낙동강 하구둑 건

설로 인하여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낙동강 하구둑

은 지형학적 측면에서 낙동강 삼각주의 최말단을 형성

하고 있는 삼각주연안 사주섬 지형을 중심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김성환, 2009).

I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의 해안 지형을 다루고 있는 지리 교과서 내

용은 3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재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에 이르기까지 주로 동해안과 서해안의 비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남해안의 경우에는 서･남해안의 해안 지

형이라는 표제 하에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은 각각 지형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안 지형 특성도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남해안의 해안 지형에 대해 다루어지지 못

했던 까닭은 해안 지형에 대한 지형학 연구의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남해안 지형에 대한 연구는 낙동강 하구

의 퇴적 지형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남해안의 간석지, 해안단구와 융기

율, 해수면 변동에 따른 지형 변화, 인간 간섭에 따른 해

안 지형 경관의 변화 등에 관련된 연구들이 진전되어 

이에 대한 지리교육적 변환이 요구된다.

해안 지형은 지구조적인 선구조의 영향과 육상의 지

형형성작용, 하천의 운반작용, 조류와 파랑의 작용, 그리

고 신생대 제4기 후빙기 해수면 변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해안의 해안 지형 형성에는 낙동강을 제외하

고는 대하천이 없기 때문에 하천의 운반작용이 상대적

으로 미약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4가지 요인의 간섭 양

상에 따라 그 특색과 공간적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

남해안에서는 주요 선구조들이 육지로부터 해안을 

지나 바다까지 연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선구조들의 배

열 양상에 따라 방향과 규모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만

입과 반도, 그리고 섬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남해안

의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가면서 우세한 선구조는 북

동-남서 방향, 북북동-남남서 방향, 북북서-남남동 방향 

등이다. 이러한 남해안의 선구조적 특징은 서쪽에서 동

쪽으로 가면서 ㅗ, ㅅ, ㄴ 형태의 해안에 반영되어 나타

나며, 강진만, 보성만, 순천만, 광양만, 사천만, 진해만이 

차례로 나타난다.

남해안의 주요 해안 지형은 모래 해빈, 간석지, 자갈 

해빈, 해식애, 삼각주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해안 지형들은 기반암의 종류 및 풍화 특성, 만

입과 돌출부로 나타나는 해안의 지형환경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것이다.

남해안 일대의 모래 해빈을 형성하는 일차적 조건은 

화강암의 분포이며, 이차적 조건은 파랑의 작용과 지형

적 상황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만입에는 대

체로 모래 해빈이 발달한다.

남해안에서 조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서부 

지역의 만입에는 간석지가 잘 발달하며, 동쪽으로 가면

서 조차가 비교적 작고 수심도 깊어져서 간석지 발달은 

미약한 편이다. 그런데 남해안의 간석지가 서해안과 다

른 점은 각각의 만입이 독립적인 물질 공급과 퇴적 체

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남해안의 자갈(몽돌) 해빈은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거

제도 해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산암으로 이루어진 

해안에서 발달한다. 안산암이 외해에 노출되어 있는 경

우, 파랑이나 연안류에 의해 해안으로 공급된 각력들은 

와해되지 않고 마식되어 자갈 해빈을 형성한다.

남해안에서 해식애가 잘 발달하는 곳은 기반암에 수

직 절리가 잘 발달한 곳이다. 특히 퇴적암의 경우에 해

식애 발달이 탁월한데, 부산의 태종대, 고성의 상족암, 

거제의 해금강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낙동강이 

남해로 유입하는 하류 지역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각주 지형이 발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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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05년 12월 통영~진주 구간이 개통되면서 현재의 통영대전

중부고속국도가 완공되었고, 2012년에는 마산~진주 구간 

KTX가 연결되었다. 또한 2012년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KTX

가 개통되었고 영암~순천고속도로가 연결되었다. 최근 국토

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남부내륙고속철도가 2022년에 착

공해 2028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2)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는 

항해 안전과 해양환경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1921년에 설립

된 국가 간 자문 기술 기구로서 전 세계 해양과 바다 명칭을 관

장하고 있다. IHO(그 당시 IHB)는 1928년에 처음으로 전 세계 

해양과 바다의 명칭과 구역을 정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

(Limits of Oceans and Seas)’라는 책자(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1928)를 발간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주장에 의

해 동해가 일본해로 단독 표기된 이 간행물은 S-23(Special 

Publication No. 23) 제1판으로 부르며, 1937년에 S-23 제2판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1937)에 이어 1953년에 S-23 

제3판(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1953)이 발행되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IHO(그 당시 IHB)에 미가입한 관계로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S-23 제3판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변도성･최병주, 2018). 그 이후 1957년에 우리나라는 국제수

로국(IHB)에 가입하였다.

3) 1986년에 S-23 제4판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초안이 작성되었다(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1986). 이러한 과정 중에 1997년 제15차 국제수로 총회(Inter-

national Hydrographic Conference)에서 우리 정부는 1972년에 

합의된 IHO 기술결의(A.4.2.6)에 근거하여 동해(East Sea)/일

본해(Japan Sea) 병기 표기를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1986년 초

안을 바탕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개정 추진된 S-23 제4

판의 최종 초안(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2002)에는 동

해의 바다 이름이 공란이다. 그러나 S-23 제4판의 발간을 승인

받기 위해 2002년 8월에 IHO 회원국에 제출되었으나 일본이 

병기 표기를 반대하여 당시 국제수로국 이사회(IHB Directing 

Committee)에 의해 그해 9월 투표과정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전 세계 지도 제작자들은 1953년에 개정된 S-23 제3판을 표준

으로 해양과 바다의 명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변도성･최

병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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