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마을이야기 ● 제1편 지리

1. 지 질
1) 지질개요
서천군은 충청남도의 서남단에 위치하여 서쪽으로는 황해와 접하고, 북쪽으로
는 보령시, 동쪽으로는 부여군, 남쪽으로는 금강을 건너 전라북도의 군산시·익
산시와 접하고 있다.
서천군 지역의 지질은 서쪽 약 2/3가 김봉균·손석진(1963)에 의하여 조사된
진, 1963)에 속한다.
이 밖에, 이지역에 대한 주요 지질자료로 이병주 외(1996), 최석원 외(1994,
2000)의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상기 자료들을 종합하여 서천군의 지질을
정리하였다.
서천군 지역의 지질은 크게 보아‘<표 1> 서천군 지역의 지질계통’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분되며, 이들의 대략적인 지질분포는‘<그림 1> 서천군 지역의 지질
도’
와 같다. 여기서 주요 암석 및 지층을 오래된 것으로부터 간략히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서천군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질은 선캄브리아기의 경기편마암복합체에 속
하는 편암류이며, 그 다음이 이를 관입한 선캄브리아기 경기편마암복합체에 속
하는 화강편마암으로서 이 암석이 서천군 지역에서 가장 넓은 분포를 이룬다.
그 다음으로 오래된 것은 남포층군으로서 이 지역에서는 하부남포층군 및 중
부남포층군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상기 화강편마암을 부정합으로 덮었다. 이들
은 서천군의 북서부에서 대체로 북북서 방향으로 띠 모양의 분포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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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서천지질도폭에 속하고, 동쪽 약 1/3이 1/5만 함열지질도폭(정창희·고석

그 다음의 것은 쥬라기의 섬록암으로서 서천군의 서남부에서 상기 편암 및 화
강편마암을 관입하였다. 그 다음 것은 쥬라기의 화강암류로서 서천군 전역에서
상기 암층들을 소규모로 관입하였다. 상기 쥬라기의 섬록암과 화강암류는 대보
관입암류에 속한다. 그 다음으로는 서천군서남부 장항제련소부근에 백악기의 하
부공주층군이 소규모로 분포한다.
그리고, 신생대 제 4기에 들어와 하천변과 해안가 등 저지대에 자갈, 모래, 점
토 등으로 구성된 퇴적층인 미고결의 충적층들이 발달하였다.
이들 각 암층들의 특징을 지질시대가 오래된 것으로부터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2) 지질 각론
(1) 편암류
서천군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층은 선캄브리아기의 경기편마암복합체에 속
하는 편암류이다. 이 편암류는 화강편마암의 관입을 받아서 소규모 포획체로 분
포한다. 서천군 지역의 이 편암을 김봉균·손석진(1963)은 1/5만 서천지질도폭
30

에서 성주동편암으로 명명하고 다음과 같이 자세히 기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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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천군 지역의 지질계통

신생대

제4기
백악기

중생대
쥬라기

선캄브리아기

충적층
부정합
하부공주층군
부정합
화강암류
섬록암
관입
중부 남포층군
하부 남포층군
부정합
화강편마암
관입
편암류

대보관입암류

남포층군

경기편마암복합체

<그림 1> 서천군 지역의 지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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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운모편암의 편광현미경사진(X48)

이 암석은 주로 견운모석영편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남쪽인 장항
읍 동남방 약 4㎞에 위치하는 와포부근에서부터 북서방향으로 분포되어 장항읍
동쪽 및 북쪽 원모리 성주동 봉근리, 가압리 및 상하항리에 분포하며 마서면에서
는 월포리, 북옥리, 성북리까지 분포되어 있다<사진 1>. 풍화도는 화강편마암과
비슷하고, 또 풍화 양상도 흡사하여 풍화면에서는 그 구별이 곤란할 정도이다.
장항리 북방 약 1㎞지점에 위치하는 초등학교 뒷산은 견운모편암으로 되어 있
으며, 이는 편리의 발달이 현저하므로 온돌석 등으로 채굴된다. 기타지역에서는
대개 석영편암이 주이며, 이에 운모편암이 개재되어 있다. 이는 화강암에 의하여
관입되어 있다. 편광현미경관찰에 의하면, 견운모석영편암은 마서면 성주동에
발달한 편암으로서 석영을 주성분으로 하며, 그 긴지름은 0.02㎜ 내지 0.1㎜로서
작은 입자의 것이 많다. 이는 전체광물입자의 6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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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운모편암의 노두

석영입자들은 한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고 간간히 견운모가 끼어 있으며 0.2㎜
∼1.0㎜폭의 띠를 구성하는데 그 띠 사이에는 긴지름 1㎜ 내외의 석영의 입자들
이 생겨 있다. 큰 입자들은 여러개의 소광을 달리하는 석영입자들의 집합체이며,
거의 동시에 소광하는 경우가 많다. 소광은 모두 파동소광을 보여준다. 큰 석영
입자는 그 양이 약 30％에 달하며, 대소 석영입자들은 서로 맞물려 있다.
석영입자의 띠사이를 0.2㎜ 내외의 폭으로 견운모와 백운모가 밀집하여 묶음모
양으로 나타나는데, 그 양은 약 10％이다. 장석과 다른 광물들은 박편에 나타나 보
이지 않는다. 큰 석영입자 주위에 작은 석영입자로 점차 변화되는 곳과 백운모와 견
운모로 변화되는 곳이 있으며, 작은 입자의 석영은 큰 입자의 석영이 압쇄작용을 받
아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 암석은 심한 압력을 받은 변성암임을 알 수 있다<사진 2>.
이 편암의 다른 박편은 약 70％의 석영입자와 약 30％의 견운모 및 소량의 백운
모로 된 편암으로서 석영입자는 편리의 방향으로 길게 렌즈상으로 배열되어 있고,
렌즈상 석영 사이에는 견운모와 백운모가 거의 평행한 띠 또는 선으로 들어 있다.
렌즈상 석영의 길이는 1∼2㎜이며, 폭은 0.1㎜ 내외인 것이 많으나 직교니콜하에
서 각 렌즈상 석영은 소광을 달리하는 다수의 석영입자의 집합체로 나타난다. 렌
즈상 석영들은 긴지름에 직각 방향으로 견운모의 세맥으로 잘리는 일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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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보아 이 암석은 앞에 것과 같이 견운모화가 진전된 압쇄암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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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강편마암
이 화강편마암은 선캄브리아기의 경기편마암복합체에 속한다.
경기편마암복합체는 경기육괴 변성암 중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이며, 고기원생
대에서 중기원생대에 이르는 폭 넓은 형성시기를 가지며, 화강암질편마암을 기
저로 석회암 및 규암층을 협재하는 호상편마암을 주로 한 준편마암류와 화강편
마암의 정편마암류가 혼재한다.
서천지역의 화강편마암은 주로 우백질화강편마암과 흑운모화강편마암이다.
우백질화강편마암은 마서면 계동리에 분포하며 백색이고 소량의 흑색 반점을 가
지고 있다. 이 암석의 편광현미경관찰에 의하면, 지름 0.5㎜ 내외의 석영 및 장석
입자가 관찰되는데, 석영과 장석의 양적비는 거의 비슷하여 각각 약 50％이다.
석영입자는 압쇄되어 한개가 여러개로 쪼개져 있는 것이 있고 장석에는 미사
장석, 사장석 및 고령토화된 정장석이 있는데 역시 압쇄된 흔적이 있다. 석류석
의 입자(0.5㎜ 내외)가 한 박편에서 2개 발견되며 자철석의 분해물로 보이는 적
갈색부분도 있다.

<사진 3> 화강편마암의 노두

<사진 4> 화강편마암의 편광현미경사진(X48)

흑운모화강편마암은 판교면 후동리(저수지 북쪽 약 1㎞)에 분포하며, 이 암석은
회색으로서 백색부분이 우세한 부분도 있고 흑색광물이 엽리를 보여주고 있다.
편광현미경관찰에 의하면, 1∼4㎜의 긴지름을 가진 장석, 석영 및 흑운모가 관찰
되는데, 장석은 약 70％, 석영은 약 20％, 흑운모는 약 10％이다. 장석은 대부분
미사장석이며, 소량의 사장석과 정장석이 있다<사진 4>. 장석결정 중에는 석영의
원형포유물이 들어있는 일이 많다.

(3) 남포층군
서, 충남 대천을 중심으로 1/5만 당진, 홍성, 대흥, 대천, 청양, 남포, 부여 및 서천
도폭에 분포한다. 남포층군은 하부로부터 역암 위주의 월명산층, 또는 하조층, 사
암, 역암, 셰일 및 석탄층으로 구성된 백운사층, 그리고 최상부에 역암, 사암 및
셰일로 이루어진 성주리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병주 외(1996)는 암상의 특징에
의하여 월명산층 또는 하조층과 아미산층을 하부남포층군으로, 조계리층과 백운
사층을 중부남포층군으로, 그리고 성주리층을 상부남포층군으로 삼분한 바 있다.
서천군지역에서는 이중 하부남포층군과 중부남포층군이 북서부에 소규모 띠모
양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하부남포층군보다 중부남포층군의 분포가 비교적 넓다.
김봉균·손석진(1963)은 1/5만 서천도폭에서 하부남포층군을 희이산층으로,
중부남포층군을 문수산층으로 명명하고 다음과 같이 자세히 기재한 바 있다
(지질도 참고) [희이산(希夷山)은‘희리산’
으로도 불리우나, 본 장에서는 원자료에
기록된‘희이산’
으로 집필함].
이 지역의 퇴적암층에는 쥬라기 남포층군 외에도 뒤에 다루게 될 백악기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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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층군은 중생대 쥬라기의 대동층군에 대비되는 전기 중생대의 퇴적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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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층군(장항각력암층)이 있는데, <표 2>는 이들의 지질시대, 지층이름, 층의 두께
및 지층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서천군 지역 퇴적암층의 특징
지질시대

지층이름

층의두께(m)

백악기

공주층군
(장항각력암층)

100+

편마암, 화강암, 편암, 규암, 석영, 장석 등의 크고 작
은 각력(평균지름5㎝)으로 되어 있으며 적갈색을 띔.

중부남포층군
(문수산층)

600~750

셰일, 사암 및 역암으로 되어 있으나 셰일과 사암
이 우세하며 사암이 조립이다가 역질로 변하고
때때로 2ｍ±의 역암층을 이루기도 함. 하부의
셰일층 중에는 0.3ｍ 내외의 무연탄층이 있음.

하부남포층군
(희이산층)

300~350

하부는 주로 역암층이며, 상부로는 사암과 역암
이 호층상으로 됨. 부분적으로 이화함.

쥬라기

지층의 특징

가. 하부 남포층군 – 희이산층
이 지층은 이 지역의 퇴적암 지층 중 가장 하부에 속하는데, 이층의 하부는 주
로 역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상부는 사암과 역암의 호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부의 역암은 백색, 회색 내지 흑색을 띄고 있는 규암역으로 되어 있으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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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또는 아원력으로 되어 있다. 곳에 따라서는 역들이 편두상으로 압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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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은 보통 긴지름 1∼2㎝이고, 간혹 5∼10㎝의 큰 역을 함유하는 일도 있으
며 이들의 분급상태는 대단히 불량하여 크고 작은 대소의 역들이 섞여있다. 역중
에는 사암과@ 흑색셰일(점판암)등이 혼재된 경우가 많다. 역은 때때로 칼로 예리
하게 찌른듯한 파편 단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역암의 교결물질은 주로 회색 모래
이며 조립질이고 운모를 함유함이 보통이다.
이 지층은 이 지역 중앙북부인 종천면 북부와 판교면 서남부에 한정되어 분포
되며 남북방향의 대상분포를 보이지만 그 남부에서는 서쪽으로 침강하는 향사구
조 때문에@ 만곡되어 있다. 따라서 북부에서는 지층의 주향이 N15°
W 내지 N15°
E 이며 경사는 30°
∼40°
SW이다.
남부에서는 대략 ㄷ자를 반대로 놓은 것과 같은 모양으로서 그 북쪽 부분에서
는 거의 동서방향의 주향으로 70°정도 남쪽으로 경사하고, 중앙부에서는 주향
이 N15°
∼20°
W이고, 20°
∼40°서쪽으로 경사하며, 그 남쪽에서는 이 지층이 심
하게 습곡을 받아 만곡이 심하며 따라서 지층의 주향과 경사도 이에 따라 변화가
심하다.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지층은 대략적인 S자 모양으로 남북방향
에 따라 대상분포를 보인다.

<사진 5> 문수산층의 야외사진

<사진 6> 문수산층·장석질사암의 편광현미경 사진(X48)

나. 중부남포층군 – 문수산층
이 지층은 이 지역의 북서쪽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 하부는 희이산층을 정합적으
로 피복하고 있다. 또한, 이 지층은 3개의 분단된 지대로 나뉘어 분포되어 있는데,
동부의 대는 희이산층을 동쪽 연변부에 동반하며 비인면 월봉리로부터 냉정리를 거
쳐 문수산에 이르러 폭 넓은 분포를 보여준다. 그러나 협천면 화산(202m)부근에서
는 차츰 줄어서 없어져 버린다. 동부의 대는 동쪽(하위)에서 희이산층을 정합으로
덮으며 그 분포의 폭이 남쪽 및 북쪽에서는 좁고 중부(문수산부근)에서 가장 넓다.
∼30°
E의 주향으로 30°
∼45°북서쪽으로 경사한다. 그러나 중부에서는 서쪽으로
침강하는 향사구조를 이루며 주향은 N45°
W@ 내외에서 N45°
E 내외로 변하였다가
다시 남쪽에서는 거의 NS방향의 주향을 보인다. 중부의 대는 비인면의 성북리와
월명산을 거쳐 남동으로 어령치(78m)까지 뻗어 있으며 그 폭은 좁다. 이 대는 희이
산층을 동반하지 않으며 그 서남쪽은 단층으로 편마암과 접한다. 서북쪽의 대는 야
트막한 구릉에서 소규모의 띠모양을 이룬다.
문수산층의 구성 암석은 셰일, 사질셰일, 세립질사암, 중조립질사암 및 이들의
얇은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셰일과 사질암층이 우세하다. 조립사암은 때때로 역
질암으로 변하기도 한다. 하부로부터 약150∼200m 위치에 얇은 무연탄층이 분포
되어 있으나 이 지역 중에서 가행가치가 있는 곳을 아직 발견할 수 없었다. 희이산
층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회색조립질 사암이 분포하며, 석탄층이 존재하는 위치까
지는 사암과 흑색 셰일이 호층을 이룬다<사진 5>.
사암의 암색은 주로 회색 내지 암회색이며 셰일은 흑색 내지 암회색이다. 상부
로 감에 따라 50m 내외의 사암과 10m 내외의 셰일층과 호층을 이루고 있어 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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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산층의 주향과 경사는 대체로 희이산층의 것과 비슷하여 북쪽에서는 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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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세하게 발달된다. 종류를 감정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작은 파편의 식물화석
을 함유한 흑색 셰일을 주동리 부근에서 발견한 바 있다. 장석질사암의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암석은 회색의 중립사암이 약간의 변질을 받은 것으로서 약 80％의 석영입자
와 약 20％의 견운모화된 장석 및 점토광물로 되어 있다. 석영은 소광이 균일한 것
및 파동소광을 하는 것이 있으며 압쇄되어 석영조각이 다수의 작은 석영 입자들의
집합으로 된 것이 전체 석영입자의 반을 차지한다. 석영 중에는 부분적으로 침식된
것 또는 견운모로 주위가 변해버린 것이 발견된다. 석영 입자의 크기는 평균 0.5㎜
이지만 큰 것은 1㎜, 작은 것은 0.1㎜이다. 장석은 풍화되어 신선한 것을 볼 수 없
으나 풍화의 모양이 알바이트 쌍정의 부분적인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서 사장
석임을 알 수 있다. 장석의 색이 회색인 이유는 점토광물과 같이 탄질물이 들어 있
기 때문이며 탄질물은 불투명한 얼룩으로 보인다<사진 6>.
담회색의 세립질 암석인 셰일을 편광현미경하에서 관찰하면,@ 세립질 석영 입자
와 견운모가 주성분 광물인데 석영입자의 크기는 0.05㎜ 내외이며 그 양은 약
50%이고 나머지는 견운모와 고령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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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보관입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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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역의 대보관입암류는 섬록암과 화강암류이다.

가. 섬록암
이 암석은 소규모 암주상으로 분포하는데 조립질이며, 흑운모, 각섬석 등의 유
색광물이 많아 검푸른 색을 띠므로 화강암과는 야외에서 쉽게 구별된다. 편광현
미경하에서 관찰해보면, 주요 조암관물은 장석류와 각섬석 그리고 약간의 흑운
모이며 이밖에 부성분광물로서 석영, 녹니석 등이 있다.
장석은 대부분 거정의 사장석이며 이는 취편쌍정으로 칼스바드 쌍정 또는 알
바이트 쌍정을 나타내는 것이 많으며 전자가 우세하다. 극소량의 정장석이 사장
석 중 또는 이들 간극에 충진되어 있다.

나. 화강암류
서천군 지역의 화강암류는 조립질흑운모화강암으로서 이는 서천을 기점으로 대체
로 북동방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분포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이들 중 서천부근에 분포
된 것이 비교적 규모가 크며 동서로 약 6㎞, 남북으로 약 4㎞의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이 밖에도 문산면 천방산 북쪽과 남쪽에서 반점상(대개 그 크기는 직경이 1㎞미
만, 보통 500~600m 정도)으로 다수 산포되어 있다. 이 지역의 남동쪽인 화양리,
신포리, 평장리, 서면의 월하리 및 마서리 노항 등에서 역시 지름 1㎞정도 크기의
화강암 분포를 볼 수 있다. 이 화강암은 상기 암석들을 관입하였다. 편광현미경하
에서 관찰하면, 주로 K-장석·사장석·석영·흑운모로 구성되었다. K-장석은 대
부분 미사장석이며, 정장석도 함유된다. 사장석은 알바이트 쌍정을 보인다. 석영은
주로 동시 소광을 하며, 단주상의 흑운모는 간혹 녹니석으로 치환됨을 볼 수 있다.

<사진 7> 흑운모화강암의 편광현미경사진(X48)

<사진 8> 장항각력암의 근접 노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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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층군은 주로 공주분지내의 퇴적암류 및 화산암류로서 역암 및 역질사암으
로 이루어진 하부공주층군과 사암 내지 셰일로 이루어진 중부공주층군 및 화산
암류로 크게 구분된다.
서천군지역에 분포된 하부공
주층군은 김봉균·손석진(1963)
의 1/5만 서천지질도폭에서 장항
각력암층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
된 바 있다. 이 암층은 장항읍 서
쪽 1∼2㎞에 위치한 용수리와 장
암의 산을 이루고 있다. 특히 장
항제련소의 굴뚝은 바로 이 암층
으로 된 산 위에 세워진 것이다.
<사진 9> 장항각력암의 야외 노두사진

암석의 색은 적갈색을 띠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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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부공주층군 - 장항각력암층

으며 조립으로 되어 있다. 지름이 일정하
지 않은 대소의 각력이 이에 함유되어 있
는데 각력 중 최대의 것은 그 지름이 50
㎝ 이상이고 최소의 것은 지름 2㎜이지만
지름 5㎝ 내외의 각력이 가장 보편적이다
<사진 8>. 각력은 편마암·화강암·편
암·석영·장석·규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항읍 동쪽 약2㎞ 지점의 수동리
와 그 북동쪽 약 1㎞ 지점인 굴항리에도

<사진 10> 장항각력암의 교착물(X35)

이 각력암이 발견되는데 이는 약10m의
폭을 가지고 20∼30m의 길이로 편암 중에 연속되어 있다. 이 암층은 풍화에 비
교적 저항이 강하며 멀리서 바라볼 때에는 마치 화강암과 같이 보인다<사진 9>.
이 암석들은 부근 갯가에 항구를 만드는데 석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암층
에는 성층면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두께를 측정할 수 없으나 그 분포의
모양으로 보아 100m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편광현미경 관찰에 의하여 이 암층의 각력을 조사해 보면, 화강편마암(이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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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광을 보여주는 석영입자와 구부러진 알바이트쌍정 및 흑운모조각을 함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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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견운모석영편암 조각(견운모와 석영입자로 된 것) 및 장석 입자가 대부분이
다. 이들을 교착시키고 있는 물질은 소량의 세립질 물질로서 두 각력사이에는
0.01㎜의 균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며 3개이상의 각력의 접촉부에서는 1
∼2㎜의 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교착물은 암석을 저색(

色) 으로 보이게

한 점토질의 저색물질과 그 중에 점재되는 석영 입자 (0.1㎜ 내외의 예리한 각진
모래), 녹니석 입자, 흑운모 입자 등으로 되어 있고 곳에 따라서는 방해석이 발견
되기도 한다.
각력과 교착물과의 구별은 전기 저색점토질 물질의 개재 유무로 가능하다. 만
일, 작은 입자들이 저색 물질의 얇은 층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이는 교착물에 해
당하며 그 입자가 2㎜ 이상이면 각력에 속하는 것이다<사진 10>.@

(6) 충적층
충적층은 상기 모든 암층을 덮으며 하안 및 해안<사진 11> 그리고 낮은 지대에
널리 발달되어 있는 토사층이다.
이 지역에서는 하안단구나 해안단구가 발견되지 않는다.

<사진 11> 서천군 지역의 해안가

3) 지질구조
서천군 지역의 주요 지질구조는 습곡, 단층, 부정합 및 관입 관계이다.

(1) 습곡
이 지역의 습곡은 선캄브리아기의 편암 및 화강편마암 그리고 쥬라기의 남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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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기 암층들의 절단면에서 소규모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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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 배사 및 미습곡들이 많이 관찰된다. 비교적 큰 규모의 습곡은 1/5만 서천지
질도폭의 지질단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지역 북서부에 발달된 남포층군내에
서의 배사와 향사를 들 수 있다.

(2) 단층
이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층은 <그림 1> 서천군 지역의 지질도의 서북부의
선캄브리아기 화강편마암과 쥬라기의 남포층군 사이에 발달된 충상단층들이다.
이 단층들은 이 지역내에서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북쪽으로 계속 발달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지역에 발달된 모든 암층들의 절단면 도처에서 소
규모 단층들을 많이 관찰 할 수 있다.

(3) 부정합
이 지역의 부정합은 크게 3지질시대의 것이 있다.

그 첫 번째 부정합은 이 지역 북서부에서 선캄브리아기의 화강편마암 위에 남포
층군이 부정합으로 올려놓인 것이다. 이 중 일부 부정합은 그 후의 구조운동에 의
하여 단층접촉으로 변하게 되었다. 두 번째 부정합은 선캄브리아기의 편암 위에 하
부공주충군이 부정합으로 올려 놓인 것이다. 세 번째 부정합은 신생대 제4기 이전
의 모든 암층의 낮은 부분 위에 제4기의 충적층이 부정합으로 올려 놓인 것이다.

(4) 관입관계
이 지역의 관입관계는 크게 3시기의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것은 선캄브리아기의 편암을 화강편마암이 관입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쥬라기의 섬록암이 그 이전의 암층 특히 선캄브리아기의 편암을 관입한 것이고, 세
번째 것은 쥬라기의 화강암류가 섬록암을 비롯한 그 이전의 암층을 관입한 것이다.

4) 응용지질
서천군 지역에서 산출되는 지하자원은 석탄과 금광을 들 수 있으나 그 경제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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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가치는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중 석탄의 현황만 기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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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산층 하부에 탄질셰일층이 있고 그중에 곳에 따라 30㎝이하의 석탄 얇은
석탄층이 협재되고 있다. 이 탄질셰일대는 종천면 화산 부근으로부터 희이산을
지나 문수산을 거쳐 신기리 및 그 북쪽의 둔덕리 부근까지 연속되어 있어 곳곳에
서 채탄되었으나 아직 기행 가치가 있는 탄층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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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 형
1) 지형개관
서천군은 충청남도의 최남단 서해안 지역으로, 대체로 태백산맥으로부터 남남
서로 뻗어 내려온 차령산맥의 남서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차령산맥은 본 군에 도
달해서 주 방향이 남남서 방향뿐만 아니라 동서 방향을 이루며, 인접 보령시, 부여
군과 행정경계를 이루고 있다.
전형적인 북고남저의 지형
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 개략
적 지형을 살펴보면, 북쪽 지
역은 해발고도 200m 이상의
산지가 동서 및 남북방향으로
발달하여 있고, 중앙 및 남쪽
지역, 서해와 연하는 지역은
침식 기원의 구릉성 평탄지와
간석지를 간척한 해성충적평
<그림 2> 서천군의 해발고도

군은 해발고도 200m 내외의
판교-문산-마산면 사면을 제

외하고는 해발 100m 이하의 구릉성 평탄지가 주축을 이룬다<그림 2>.
서천군의 북쪽에 위치한 차령산맥은 충남지방에 들어와 산세가 뚜렷해진다. 태
백산지를 벗어나므로 해발고도가 낮아지지만 하천에 의해서 산지가 단절되지 않
았기 때문에 산맥의 연속성도 강화된다. 천안 방면에서 남서방향으로 충청남도의
중앙부를 따라 고지대를 이루며 뻗어 내린 차령산맥은 아산만·서해안지방을 금
강유역권과 구분짓는다. 차령산맥은 예로부터 기호지방과 호남지방의 문화권을
가르는 자연적 경계이기도 하다.
서천군의 산지의 발달은 지질분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차령산맥의 남서단
에 해당하는 서천군 북부의 산지는 대부분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밖에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 편암 등이 나타난다. 주요 산지로는 장태산(366.5m), 봉
림산(346.1m), 천방산(324.3m), 원진산(270m), 노고산(229m) 등이 솟아있다.
해발 100m 미만의 저기복의 저지대는 백악기 화강암류와 쥐라기 문수산층이 분

제1장 자연지리

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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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는 지역이다.
즉 북부에서 중부에 이르는 일대는 차령산맥 줄기가 연결되어 주변보다 비교적 높
은 산지를 형성하며, 이들 산지에 인접한 지역에는 해발고도 100m 내외의 산록지(완
사면지형), 20m 부근까지는 구릉지(저위평탄면), 그 이하의 해발고도에 충적평야가
펼쳐진다. 구릉지에는 해발고도 50m에 이르는 구릉보다 높은 지대가 나타나며, 이
들은 대부분“산”
으로 불리며, 길산평야, 서천평야, 장항평야, 서면평야 등의 내부에
서는 해발고도 50m 이하의 도상구릉(島狀丘 , inselberg) 형태로 나타난다.
서천군을 지배하고 있는 산지의 방향성은 현저하지 않으나 산계와 수계는 대체
로 남북(본 지역의 북반부에서) 및 동서(본 지역의 남반부에서) 방향을 취하고 있
다. 동서방향의 산계로서 표고 300m를 넘는 것으로는 호남평야의 북단부에 속하
는 천방산, 봉림산 등이 있다<그림 3>.
<그림 4>는 서천군의 경사분포도이며, <표 2>는 경사별 면적분포 비율을 나타
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표면의 최대경사를 표시하는 경사각은 유출계산, 사면
안정도 등을 산출하는 기
본자료로 지형분석의 기
본적인 주제도이다. 경사
42

도 분포는 일반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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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도로부터 경사각을 측
정, 계산하는 것이 보통
이나 이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므로 수치
표고모델(DEM)로부터
경사분포도를 쉽게 작성
할 수 있다. 경사각의 추
출은 임의 시점을 중심으
로 인접한 4점의 표고치
<그림 3> 서천군의 음영기복도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표 2> 서천군의 경사도별 분포

(단위 : °)

구 분

1-5

6-10

11-20

21-40

41 이상

합 계

면적(㎢)

155.1

24.5

41.7

66.6

78.6

366.5

구성비(%)

42.3

6.7

11.4

18.2

21.4

100.0

<그림 4> 서천군의 경사분포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사면은 경사 0~5°
사이로 전체면적에서
42.4%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41°이상이 21.4%, 21~40°
는 18.2%, 11~20°
는
도가 완만한 평탄지역은 주요 하천과 연하는 곡저평야 지역과 금강 연안지역과
북서쪽의 비인만지역 등이다. 주요 산지가 나타나는 중앙부 및 북쪽에서는 경사
40°
이상의 급애면이 나타난다.
차령산맥의 말단부인 서천군은 서해와 맞닿는다. 특히 산지가 구릉화되면서
여러 지맥으로 나뉘는 경향은 말단부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서천군의 지세는 차
령산맥의 여러 지맥으로 구성되어, 지맥 사이의 골짜기는 폭이 좁고 하천의 유로
가 짧으며 하상경사가 비교적 급할 수밖에 없다. 비교적 높은 산지가 저지대와
경사 급변점을 사이에 두고 만나면 하천의 곡구를 중심으로 선상지가 발달한다.
그리고 지반이 계속 융기하는 지역에서는 선상지가 단구화 되기가 쉽다. 우리나
라는 전역에 걸쳐 선상지와 단구가 널리 분포한다. 그리고 지류하도를 따라 발달
한 선상지의 말단이 단구애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선상지의 단구화 여부에 대
해서는 토양편년에 대한 고찰 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산맥의 말단부가 완만하게 해저로 연장되는 해안에서는 해식애와 파식대가 상
호 결부된 채 모식적으로 발달한다. 서천군의 해안에 형성된 해식애의 기반암은

제1장 자연지리

11.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산지와 충적평야가 넓게 발달하여 있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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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캠브리아기의 편암류와 쥐라기 문수산층과 일부 백악기 화강암류이다. 특히
편암류는 해안선을 중심으로 차별풍화가 크게 진행되었다. 이는 선캄브리아기
이래 3~4 차례의 습곡작용과 몇 차례의 단층작용의 결과이다. 따라서 암석은 내
부에 절리, 단층과 같은 균열을 많이 간직하게 되었다. 사면의 경사가 또한 매우
완만하여 지표수와 지하수의 배수가 불량한 점도 암석의 풍화층을 두껍게 형성
시킨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지 해안의 지질·지형·수문 등의 제
조건이 비록 고도는 낮아도 급사면의 해식애와 그 전면에 넓은 파식대를 형성하
는 내재적인 인자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해안에 전달되는 파랑에너지의 크기도 해안침식이 대규모로 이루어져
파식대가 넓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도모하였다. 파랑은 해안지형의 발달을 유
도하는 가장 중요한 해양성 기구인데, 우리나라의 서해안에서는 조석으로 인하
여 파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실제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후빙기의 해면이 현 수준에 도달한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과 서해안에
도달하는 파랑의 세기가 그다지 강력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파식대의 발달과정을
다루는 데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다. 서해안에 발달한 파식대의 넓이가 약
4,000년 동안의 저에너지 환경에서 형성될 수 있는 규모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
44

이다. 이 점이 현재의 파식대가 고파식대(古波蝕臺)를 계승하였다는 견해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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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배경이다. 파식대가 현재의 해수면에 적응한 채 넓게 드러나는 것은 현 해면
과 수준이 비슷하였던 최후간빙기의 해면 하에서 형성된 고파식대가 현재까지
계승된 결과이다.
서천군 서면 및 비인면, 마서면의 해안에서는 곶(headland)과 만입을 중심으
로 파랑에 의한 침식지형과 퇴적지형이 번갈아 나타난다.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
는 곶에서는 해식애가 후퇴하며 파식대로 전환되는 침식작용이, 수면이 비교적
잔잔한 만입의 안쪽에서는 모래가 퇴적되어 비치와 해안사구가 형성되는 과정이
일어난다.
차령산맥의 말단부인 이곳에서는 해식애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폭넓은 파식대
가 형성되었다. 파식대가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어 인상적으로 비치는 시기는
간조 때이다. 파식대의 전모가 노출되는 한사리의 간조 위는 해안침식지형의 발
달과정을 일목요연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이다.
파랑은 헤드랜드를 침식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분산되는 만입에서는 쇄파
가 해저의 물질을 밀어 올려서 비치(beach)를 형성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해
안으로의 가장 중요한 물질 공급원은 하천이다. 그런데, 대하천이 유입하지 않는

해안에서는 연안의 침식물질 또는 해저에서 공급되는 물질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
아지게 된다. 이 경우에 비치의 구성물질은 조립질이거나 패사인 것이 보통이다.
서천군 서면 및 마서면 해안으로는 큰 하천이 유입되지 않는데도 비치의 구성
물질이 거의 대부분 세사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세사의 공급처 가운데
의 하나가 비치의 배후에 위치한 해안사구라는 가정은 서해안의 물질 이동과 분
포, 해안퇴적지형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서해안의
해안사구를 구성하는 모래의 입경은 매우 작은 것이 특징이다. 해안사구는 비치
또는 사질간석지의 모래가 이동·함양되어 성장하는 한편, 우세(rainwash)와 파
식에 의해 사구의 표면이나 비치에 면한 전면이 침식받기도 한다. 해안사구의 구
성물질이 대기대순환과 해양성기구의 작용으로 비치 또는 간석지로 되돌아가면,
이때 해안사구는 오히려 비치의 물질 공급원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서천군의 조석은 반월주기가 우세한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1일2회의 조석을 나
타낸다. 창조시간은 약 5.8시간, 낙조시간은 6.6시간으로 낙조시간이 더 길다. 평
균만조 간격은 달의 자오선 통과 후 3시 10분이며, 평균간조간격은 9시45분이다.
서해안에서 조류는 대부분 창조류 때 북으로 낙조류 때 남으로 흐르나 지형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다. 본 조사지역에서는 창조류 때 동향으로 흐르고
낙조류 때는 서향으로 흐른다. 대조차는 5.7m 평균조차는 4.3m, 그리고 소조차
해형으로 점차 변질되므로 군산항을 기준으로 할 때의 각지의 만간조시(滿干潮
時)의 시차는 다른데, 만조시는 군산외항에서 15분, 비응도에서 55분이 빠른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강 하구 쪽 유속은 1Kn이며 군산외항 지역은 최대유속이
1~2Kn에 이르기도 한다.
해류는 바람이나 조류의 영향을 크게 받아 지역적으로 불규칙한 편인데, 서천
군에서는 지역적인 차이보다는 계절적인 변화가 심하다. 고온 고염도인 쿠로시
오 해류가 여름철에 북상하여 본 조사지역을 거쳐 요동반도 쪽으로 올라가지만
겨울철은 저염도인 한류가 우리나라 서남해까지 영향을 미치며 연안을 따라 대
한해협으로 빠진다. 그러나 서천군의 해류 방향은 주로 조류의 영향으로 연안을
따라 완만한 속도로 남쪽으로 흐르고 11월과 12월은 이와 반대의 방향으로 흐르
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서천군의 수계는 금강본류와 이에 유입하는 지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금강의 지류들은 거의 차령산지에서 발원하여 남류 한 후 금강본류에 유입하고
있다. 금강 본류는 전라북도 장수군 수분리에서 발원하여 무주, 영동, 장수,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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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8m이다. 군산항으로부터 외해로 나감에 따라 조차의 형태는 하천형에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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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금산의 지류들을 합하여 부강에 이른다. 부강세서는 다시 진천에서 발원하는
미호천의 물을 합하여 흐른다. 이후 공주, 부여, 강경을 거쳐서 본 지역인 서천군
지역을 남서류하면서 서해로 유입된다.
서천군에서 확인된 금강 본류의 지류는 7개이다. <그림 5> 동쪽부터 살펴보면,
서사천은 길이 14㎞로 부여군 충화면 청남리 제구지에서 발원하여 남류하고 부
여군 양화면 시음리와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에서 금강에 유입된다. 본 하천은 부
여군의 군계를 이루며, 상류에 복심저수지가 있어 남북으로 긴 충적평야인 나교
평야를 관개한다.
길상천은 길이 10.2㎞로 마산면 마명리 월명산에서 발원하여 남동류하고, 한
산면 용산리와 화양면 죽산리에서 금강에 합류한다. 상류에는 추동지가 있어 남
북으로 긴 한산평야를 관개한다. 완포천은 길이 8.5㎞로 기산면 영모리 숭정산
(표고 148m)에서 발원하여 남류하고, 화양면 와초리에서 금강으로 유입한다. 본
하천은 동서방향의 충적평야인 완포평야를 관개한다. 옥포천은 화양면의 추동리
원봉에서 발원하여 남류하고, 화양면 옥포리 도루매에서 금강과 합류한다. 길이
3.7㎞의 소하천으로 옥포평야를 관개한다.
길산천은 서천군 최대의 금강지류로 길이 23㎞이다. 문산면 금복리 원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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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70m)에서 발원하여 남류하고 화양면 망월리로 유입하는데, 다시 5개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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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거느리고 있으며, 문산면, 마산면, 시초면, 기산면, 서천읍, 화양면, 마서면의
7개 읍·면이 길산천 유역이다. 본 유역은 서천군 총면적의 절반 정도이다. 따라
서 본 하천은 서천군의 중앙을 관통하며 넓은 충적평야인 길산평야를 만들었다.
길산천의 5대 지류를 살펴보면 내동천은 기산면 화산리에서 발원하여 서류하
고, 화양면의 장상리에서 길산천과 합류한다. 길이는 총연장 5㎞이다. 석마천은
길산천 본류의 상류부분을 말하는데 서천읍 삼산리부터 문산면 금복리까지 15.7
㎞로 시초평야를 남류한다. 본 하천의 중류에는 봉선지와 신농저수지가 있어 광
대한 길산평야를 관개한다. 동산천은 길이 7㎞로 판교면 북산리 천방산(324.3m)
에서 발원하고 남류하여 서천읍 두왕리에서 길산천과 합류한다. 화금천은 서천
읍 화금리 오석산(127m)에서 발원하여 동류하는 4.5㎞ 길이의 하천으로 서천읍
두왕리에서 길산천과 합류한다. 본 합수 지점은 길산평야의 중심이 된다. 계동천
은 길이 5.7㎞로 마서면 봉남리 서태산 북쪽에서 발원하여 동류하고, 마서면 산
내리에서 길산천에 합류한다.
송내천은 마서면 장선리에서 발원하여 남하하고 마서면 당선리에서 금강에 유
입되며, 주변에 송내평야를 만들었다. 원수천은 길이 6.2㎞로 마서면 덕암리에서

발원하여 남류하고 장항시내에서 금강에 유입된다.
서천군에서 서해로 유입되는 하천을 고찰하면 총 7개의 하천이 있다. 먼저 옥
남천은 길이 4.5㎞로 마서면 송내리에서 발원하여 장항읍 옥남리로 서류하며 장
항평야를 관개한다. 죽산천은 길이 3.7㎞로 마서면 월포리에서 발원하여 마서면
죽산리로 서류하며 죽산평야를 관개한다. 판교천은 서해로 유입하는 하천 중에
서 가장 크며 서천군내에서는 길산천 다음으로 긴 하천이다. 길이 19.5㎞로 서천
군 북단인 판교면 복대리에서 발원하여 서천읍내로 남류하다가 다시 종천면 장
구리로 서류하여 장구만으로 유입된다. 종천천은 길이 10.5㎞로 판교면 심동리
에서 발원하여 남류하고, 종천면 종천리에서 서해로 유입된다. 본 하천의 중류에
는 여러 저수지들이 있어 종천평야와 당정평야를 관개한다. 칠지천은 길이 4.2㎞
로 비인면 율리에서 발원하여 남류하고 비인면 선도리로 남류한다. 신합천은 길
이 5㎞로 서면의 주항리에서 발원하여 서류하여 부사지구로 유입된다. 개야천은
서천군의 서면과 보령시의 주산면 사이의 군계를 이루는 하천으로 비인면 남당
리에서 발원하여 서류하고, 서면의 개야리에서 서해로 유입된다. 본 하천은 북쪽
의 웅천천과 합류하여 웅천만에 많은 퇴적물을 퇴적하여 드넓은 간석지를 형성
하였으나 현재는 부사방조제로 막혀 관개저수지로 바뀌었고, 넓은 간석지는 농
경지로 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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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서천군의 수계망도

2) 지형구분
서천군의 지형는 크게 4개의 지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하천 연안의 충적
지와 곡지를 기준으로 비고와 기복이 크고 급경사를 이루는 북쪽 및 중앙 쪽의
산지, 이들을 제외한 곡저평야 및 구릉지, 마지막으로 해안지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곡저평야는 다시 2개의 지형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산지와 구릉사이
에 발달한 완사면지형(충적선상지), 다음으로 완사면의 기반암 침식면을 저위평
탄면(소기복침식면)으로 분류된다. 이밖에 해안지형은 침식지형과 퇴적지형으로
분류된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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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천군의 지형분류도

(1) 산지지형
서천군의 산지 중 가장 높은 산지는 중앙부에 있으며, 주로 변성퇴적암으로 구
성되어 있고 능선은 거의 남북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곳의 산지 중 해발고도가
300m를 넘는 것은 북으로부터 상산리의 329m인 희이산이 있고, 200m를 넘는
것으로는 월명산(해발 298m)과 월봉리의 282m 고지, 화산(202m) 등이다.
동서방향의 산계로는 표고 300m를 넘는 것으로는 장태봉(367m), 천방산
(324m), 봉림산(320m) 등이 있다. 이밖에 200m를 넘는 노고산(229m)과 원진
산(271m) 등이 있다. 이들 산지들의 일반적인 주향은 N10°
W 이며, 50~70°
NE

의 경사를 가진다.
상기의 산지를 제외한 나머지 산지들은 대체로 편마암과 편암 및 화강암의 지
역으로서 100m 내외의 저기복 구릉지들이며, 이들 사이에는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하였다.

가. 장태산
장태산(표고 367m)은 서천군과 보령시의 경계에 있는 서천군에서 가장 높은 산
지이다. 기반암은 선캠브리아기의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마암류의 절
리와 주향은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N40°
E 내지 N30°
E 방향성이 우세하다.
계곡의 사면에는 암괴류(block stream), 암괴원(block field) 등의 지형이 잘
발달되어 있다. 암괴류나 암괴원이 나타나는 곳의 위쪽에는 예외 없이 수평과 수
직 절리가 잘 발달된 거대한 암괴가 노출된 암석 능선이 위치해 있다. 암괴류나
암괴원 상에는 겉으로는 토양층이 보이지 않는 곳에도 활엽수들이 자라고 있고
일부 나무들은 거력 위에서 자라고 있다. 역의 표면은 신선한 것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은 지의류와 이끼류가 덮여 있다. 장태산의 곡저에는 곡저평야가 발달하
였고, 산정상부는 평정봉의 형태를 띤다<사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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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장태산 전경

나. 원진산
차령산맥의 말단부에 위치한 원진산(표고 271m)은 부여군 옥산면과 서천군
문산면의 경계에 위치한 산이다. 기반암은 장태산과 동일한 선캠브리아기의 화
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진산에서 발원한 도마천은 한산천과 합류하여
길산천)을 이루어 금강에 유입되며, 판교천이 장구만으로 유입, 황해로 흐른다.
원진산의@ 동쪽 구동리 쪽에는 N—S 방향의 단열을 따라 발달한 소규모 골짜
기가 있고,@ 북서쪽에는 NW—SE 방향의 규모가 큰 3개의 곡지가 분포하고 있
다. 이 곡지에는 NW—SE 방향으로 흘러 금강 본류에 합류하는 도마천의의 지류
가 흐르고 있다. 3개의 곡지를 흐르는 하천들은 NW—SE 방향을 따라 거의 직선
상으로 흐르고, 곡지 주변 능선에서 작은 지류들이 거의 수직으로 합류하고 있
다. 문산 저수지가 위치한 곡지는 3개의 곡지 중 가장 좁고 곡지의 방향과 편마암
의 절리의 방향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곡지의 상류에 위치한 금곡리 일대는
소규모 분지를 이루고 있는데, NW—SE 방향의 주 단열과 교차하는 W—E방향
의 단열을 따라 여러 개의 작은 골짜기들이 발달해 있다. 금곡리 지역의 기반암
이 노출된 곳을 보면 매우 조밀하게 절리가 발달해 있고, 그 주향은 곡지와 같은
NW—SE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조밀한 절리에도 불구하고 화강암 지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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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고산
노고산(229m)은 부여군 충화면과 서천군 마산면의 경계에 위치한 산이다. 기
반암은 장태산과 동일한 선캠브리아기의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고산
산록은 30°이상의 사면경사를 유지
하여 곳곳에 기반암에서 떨어져 나온
암설들이 암괴류를 형성하고 있다<사
진 13>. 노고산의 산록지대에 발달한
암괴류들은 암설들이 30cm 내외의
각력들로 화강편마암의 암편들이다.
식생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산록정
상에서 서릿발작용으로 공급되는 암
설들이 사면 하로 이동되지 못하고 한
곳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사진 13> 노고산 서쪽 암괴류 전경

50cm 이상의 거력들은 중력의 영향으로 사면 하로 이동은 하지만 식생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이로 인해 나무들의 줄기가 거력의 무게로 인해 휘어 자라고 있
다. 암설층 하부는 이끼류가 자생하고 동파에 의해 지하에서 공급되는 수분과 결
합된 기계적인 풍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상층의 암설은 신선하다.

라. 월명산
월명산(298m) 은 남북방향의 산지로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에 위치한 산이다.
기반암은 중생대 퇴적암으로 문수산층에 해당된다. 문수산층의 주향경사는 대체
로 N20°
~30°
E의 주향으로 30~45°북서향 한다. 암석은 세일, 사질세일, 세립
질 사암 및 역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세일과 사암층이 우세하다.
월명산을 중심으로 주변 지형경관을 보면, 북쪽으로는 산간유로를 따라 지형
이 변형되는 비교적 험준한 장년기 지형경관을 보이는 반면, 서쪽 및 남쪽은 곡
저평야가 발달하고 종촌저수지로 이어지면서 평지와 도상구릉이 어우러진 파랑
상의 광활한 지형경관을 나타내고 있다. 월명산은 배후산지로서 남서부사면을
통해 다량의 퇴적물을 공급되어, 장포리 일대에는 완사면 지형이 나타난다. 완사
면의 상부에서는 하천의 두부침식에 의한 곡지가 깊숙이 확대되는 반면, 말단부
로 오면서 점차 개석곡지가 확장되면서 도처에 70~80m 되는 봉고동일형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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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월명산 전경

마. 희이산[희리산]
희이산(329m)은 서천군 종천면 지석리에 있는 산으로 현재 희리산 자연휴양림
이 위치하고 있다. 기반암은 문수산과 동일한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토어 및 암석단애들이 관찰된다. 특히 남쪽 사면의 능선을 따라서는 말이 똥을 싼
것 같은 말똥바위 형태의 토어들이 관찰된다. 특히 문수봉에서 희이산으로 연결되
는 능선에는 큰 산봉우리 4개가 있고, 그 밑으로는 다수의 토어들이 관찰된다.

바. 문수산
해발 311m인 문수산은 종천면에 위치
한 산지이다. 기반암은 퇴적압인 문수산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퇴적암 산지 사면
에는 다수의 암괴가 노출되어 있으며, 산
정상부는 평정봉의 형태를 띤다.@ 산능선
을@ 따라서는 절리를 갖고 있는 토어<사
진 15>가 다수 관찰되며, 규모는 작으나
토어에 있는 수직·수평절리가 직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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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문수산 산능의 토어 전경

나 있다. 특히 능선을 따라 산 정상에 오

제2절 지질, 지형 및 토양

를 때까지 소규모의 토어가 발달하는 것이 본 산의 특징이다.
본 지역의 산지방향은 크게 2개로 나누어지는데, 즉, N-S방향과 NW-SE방
향의 산지이다. 이들 산지의 방향은 수계의 방향에도 영향을 끼치며, 곡구에는
산록선상지가 발달하여 있다.

사. 봉림산
해발 346m인 봉림산은 서천군의 문산
면과 판교면 사이에 있는 면계에 위치하
는 산으로 그 남동쪽에는 천방산(324m)
이 있다. 기반암은 선캄브리아기의 화강
암질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림산의 중턱까지는 비교적 밋밋한
토산을 이루고 있으나 중턱에서부터는
병풍과 같은 캐슬 코피(castle koppies)

<사진 16> 봉림산 전경

가 발달하기도 하고 정상까지 이르는 곳에는 곳곳에 토어(tor)의 발달이 많으며,
경관이 수려하다.
산 정상은 비교적 평평하여 평정봉을 연상케 할 정도로 침식에 의하여 만들어
진 산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북쪽에는 암괴류가 발달하고 암괴류의 공
급지는 단애 내지는 토어로 돌출되어 있다. 몇 년 전 산불이나 봉림산 전체가 불
탔으며 아직도 그 잔재가 그 대로 남아 있어 손실이 막대하였다.
산사면을 따라서는@ 1m 미만인 소규모의 토어가 띠를 이루고 발달한다. 주변
은 토산이고 능선이 평평하며 나무는 불에 타 죽었으며 정상은 흙과 암석이 섞여
있는 토산이다. 곳곳에 이와 같은 토어가 끼어 있다<사진 16>.

아. 천방산
천방산(324m)은 서천군 판교면, 문산면, 시초면 등 3개면에 걸칠 만큼 산자락
이 넓고 큰 서천 제일의 산이다. 산이 험하거나 거칠지 않아 보는 이로 하여금 다
정함을 느끼게 하는 천방산은 동서남 방향으로 7개의 봉우리가 둘러쳐져있고 동
남북 방향이 훤히 트여 시원한 풍광을 자랑하는 영산이다. 기반암은 봉림산과 동
일한 선캄브리아기의 화강암질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방산 정상을 중심으로 좌우로 서 있는 봉우리들은 남으로 가면서 5개의 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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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더하며 마치 병풍인 듯 둘러쳐진 모습이 있어 아늑한 감이 있는 천방산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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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서 동북방향으로 펼쳐진 시원한 풍광이 함께하고 있어 좋은 곳이다<사진 17>.

<사진 17> 천방산 전경

(2) 저위평탄면 지형
가. 완사면 지형(충적선상지)
완사면 지형은 한산면 월성산 동쪽 및 희이산 남서쪽 사면을 따라 발달되어 있
다. 우리나라 중부 이남지역에는 완사면 지형의 발달이 탁월하다는 것은 일반적
으로 알려진 사실로 이의 성인에 대한 지형학적인 연구는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 결과, 우리나라 중부 이남지역에 발달하고 있는 완사면 지형
은 화강암을 기반암으로 하여 발달하고 있으며, 기반암은 심층풍화되어 있다. 이
와 같은 완사면 지형은 화강암의 심층풍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반암이 되
는 화강암은 현재보다 더 온난습윤한 기후환경에서 심층풍화되었고, 그 이후 주
빙하 기후환경이나 반건조 기후환경으로 기후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풍화물이 삭
박되어서 형성된 침식기원의 완사면 지형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완사면 지형에 대한 다른 성인적 관점이 있다. 즉
우리나라 중부이남 지역에 발달하고 있는 완사면 지형이 침식기원의 완사면 지
형이 아니라 대부분이 산록의 곡구를 정점으로 하여 퍼져나가는 모양으로 발달
한 이른바 충적선상지(산록단구)로 구분하려는 연구들이다. 이들 완사면 지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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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비교적 두꺼운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퇴적물의 피복으로 인하여 그
이전에 있었던 미기복은 묻혀져버린 퇴적지형면의 인상을 짙게 풍기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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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연구되어온 페디멘트나 산록완사면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충적선상지(산록단구)는 서천군의 한산면과 종천면 일대에 모식적으로 발달되
어 있다. 특히 서천군 원산리, 나교리와 서천군 종촌면 산천리 일대가 대표적이다.
서천군 한산면은 해발 80~140m에 걸친 고도에 남아있는 지형면이다. 지형면의
길이는 200m, 폭은 가장 넓은 곳에서 50m 정도이다. 지형면의 경사는 1.8°
이
며, 현 개석곡저와의 비고는 18.5m이다. 지형면의 방향은 ENE—WSW 방향이
며, 본 지형면에는 적색토와 주빙하성 결빙구조가 발달되어 있다. 퇴적물은 보통
심층풍화된 화강편마암의 기반암 위에 4.0m 두께의 역층, 1.0m 두께의 실트질
조사층, 0.5m의 사면각력퇴적물층으로 구성된다. 역은 10~60㎝까지 다양하며,
분급은 다소 양호한 편이다. 역의 원형도는 원력에서 아원력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서천군의 발달한 완사면 지형면의 퇴적물들은 주변의 소곡지로부터 공
급 되었으며, 유량이 현재와 거의 비슷하였던 시기와 현재와 달리 유량이 부족하
였던 시기 모두에 걸쳐서 역이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곡구에서 운반
된 퇴적물이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기반암면의 굴곡지를 매립하여 형성된 매곡

성 퇴적지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지형면의 퇴적물이 대부분 분급이 양호
한 원력~아원력으로 구성되며, 역층의 상부에 수직퇴적층에 해당하는 세립퇴적
물층이 퇴적되어 있고, 퇴적층내의 층리와 역의 방향성이 보이며, 곡구로부터 지
형면의 말단부로 가면서 역경은 작아지나 원형도는 커지는 점 등으로 보아 이들
퇴적물이 산지 하천의 유수에 의해 운반된 것임을 말해준다.

나. 소기복침식면
서천군의 구릉지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형면은 저위평탄면이다.
본 저위평탄면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충
적평야 주변에서 개석곡으로 분리되어 수지상으로 분포하면서, 그 배후면이 유
사한 고도를 유지하여 봉고동일성을 나타낸다. 이 수지상의 저위평탄면은 마산
면 상위리<사진 18>이나 기산면 영모리의 숭정산(1478m), 장항읍 장항리의 장항
제련소 주변처럼 도상구릉을 둘러싸고 발달해 있다.
저위평탄면의 기반암은 대부분이 백악기 화강암으로 구성되며, 장항제련소 북
쪽에서는 일부 각력암이 산재되
어 있다. 기산면의 화산리, 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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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등은 대표적인 저위평탄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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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화산리의 저위평탄면은 정
상부가 길이 200여m, 폭 100여
m 정도로 매우 평탄하며, 기반
암은 화강암이나 정상부에 산재
된 각력과 사면에 노출된 각력
은 규암이나 편암이다.

<사진 18> 마산면 상위리 구릉지 전경

다. 도상구릉
서천군의 도상구릉은 저위평탄면이나 충적평야에 둘러싸여 도처에 분포하고
있다. 도상구릉은 저위평탄면이나 완사면 지형과 깊이 연관된 지형경관이다. 특
히 완사면 지형이 넓게 발달하고 있는 기산면 영모리나 서면 도둔리 일대, 그리
고 길산평야 내에 봉고동일성을 보이는 저기복상의 도상구릉이 분포하고 있다.
저기복상의 도상구릉들은 그 배면을 잇는 고도가 동일 수준을 보이고, 절대고
도가 낮으며, 구릉지의 배면이 완만한 사면 내지는 평탄면을 이룬다. 특히 기반

암의 대부분이 심층풍화된 화강암으로 구성된 점을 함께 고려해 볼 때 동일 지형
면이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완사면 지형과 배후산지가 접하는 고도 100~150m
의 경계면은 본 지역에 분포하는 저기복 형태의 도상구릉 고도와 거의 비슷하며,
이는 완사면 지형과 배후산지가 접하는 고도 100~150m의 경계면 역시 봉고동
일성의 저기복상 도상구릉들과 함께 모두 동일 지형면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
시 말하면, 현재와 같이 파괴되어 파랑상의 저기복 지형을 이루기 이전에는 구릉
지의 배면을 잇는 수준에 현재보다 1단 높은 평탄한 지형면이 존재했으며, 이것
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일부는 심하게 개석을 받아 평탄화된 반면에 일부는 남아
도상구릉을 이루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서천군의 도처에 분포하고 있는 저기복상의 도상구릉들은 현재와
같이 파랑상의 저기복 지형으로 파괴되기 이전에는 현재의 도상구릉 배면보다
약간 높고, 완사면 지형과 배후산지가 접하는 경계면 고도와 유사한 고도에 평탄
한 지형원면이 존재하였다고 추정한다. 평탄한 지형원면이 심한 파괴과정을 겪
으면서 상대적 고지인 도상구릉과 저지인 개석지로 분리되었고, 개석지는 도처
에 산재하는 도상구릉을 연결하는 저경사의 평탄면으로 계단상의 토지이용이 이
루어진다. 원지형면이 파괴되어 평탄성을 보이는 개석지는 충적지와 연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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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있으나 그 형성 메커니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표적인 도상구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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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숭정산, 옥녀봉, 관두봉, 기린봉 등이 있다.

(3) 충적지형
서천군의 대표적인 충적지형은 범람원으로 금강 및 길산천, 길상천, 서사천을
따라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충적지형의 발달은 화강암지역에서 탁월
하며, 이는 화강암의 심층풍화와 밀접히 관련된 결과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심층풍화된 화강암층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길산평야를 따라 충적지형이
넓게 발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길산평야의 충적지형이 넓게 발달한 것은 1차적으로 화강암 기반암의 심층풍
화로 인하여 다량의 사질퇴적물의 공급조건이 마련되었으며, 2차적으로는 그 후
빙하기를 맞아 해수면하강과 더불어 깊은 곡지가 형성되어 충적지형이 넓게 발
달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지형발달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강하구에서 한산면 일대까지는 조류의 영향으로 범람원의 하층은 간석지 뻘
층과 중상류에서 공급되는 부유 하중의 미사질 및 점토 등이 퇴적되어 있다. 특

히 서사천, 길상천, 길산천 일대는 금강의 본류로 유입하는 지류 주변에 범람원
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들 지역으로 유입하는 지류는 금강의 흐름과는 역방향으로 흘러 본류로 유
입하기 때문에 우기에는 잦은 범람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그렇지만 현재는 금강
하구둑이 완성되어 해안에서 부유하중 공급이 차단되고, 오히려 하천 상류에서
공급되는 토사가 하상을 매립하고 있다
길산천은 금강하류로 유입하지만 그 양안의 범람원은 근대적인 수리시설이 갖추
어지기 이전에도 전부 논으로 이용되었으며, 배후습지로서의 자연습지는 볼 수 없
었다. 그 까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과거 금강하구둑이 건설되
기 전에는 길산천에 유입하는 화양면에서의 금강의 홍수위는 상대적으로 상류보다
높게 상승하지 않았다. 자연제방의 발달은 홍수와 직접 관련이 있어서, 대하천의
홍수위는 하구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지며, 따라서 자연제방의 높이도 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둘째, 길산천은 토사 운반량이 많다. 즉 길산천의 침식곡은 자체적으
로 토사 공급을 충분히 받았다. 따라서 현재 논으로 이용되는 금강변의 범람원은
해발고도가 4~5m에 불과하나 금강의 영향을 받아 세사가 풍부하며, 겨울철에는
비닐하우스에 의한 각종 채소재배가 활발하다. 이에 반하여 범람원 주변의 구릉지
밑의 논에서는 토양이 점토질이고 배수가 불량하여 채소가 재배되지 않는다.

를 보이지 않는다. 길산천과 합류하는 소지류들이 만나는 부근(기산면 산정리)에
서는 약 5.5m, 다시 약 1㎞ 떨어진 봉선지 부근에서는 8~10m로 높아진다. 이밖
에 길상천의 상류지역도 8~10m로 높아진다<사진 19>.
서사천은 토사운반량이 적어서 자체의 자연제방을 형성하지 못하고 하류부 양
안의 범람원도 전체적으로 낮
다. 하구에서 상류 쪽으로 약 5
㎞ 떨어진 벽룡교의 합류점 부
근에서는 범람원의 고도가 해발
약 6m에 불과하다. 서사천 하류
부의 유로가 극히 불규칙했던
까닭도 근본적으로 배후습지성
하천으로서 유로가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진 19> 축동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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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산천의 종단면상에서의 범람원의 해발고도는 하구(4.8~4.9m)와 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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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안지형
서천군의 해안은 거의 전부가 간석지를 간척한 해성충적평야와 표고 100m 미
만의 침식기원의 구릉지로 형성된 노년기 지형이다. 이들 구릉지의 암석들은
10m 내외의 표토와 풍화대에 의해 피복되어 있다.
본 군의 해안은 인위적인 지형변화가 심하게 일어난 지역으로 과거에는 조수간
만의 차가 심하여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고 있었으며, 간석지가 대규모로 발달되
어 있었다. 최근 들어 장항공단 및 하구둑 건설 등으로 인한 간척사업으로 일부
구릉지를 제외한 전체 해안선이 일련의 직선구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기존의
간석지들은 방조제의 건설로 농경지화 되었고 일부 간석지만이 방조제 전면부에
남아 있어서 독특한 자연경관의 분포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장항읍 및 마서면 서쪽 해안에는 대규모의 간석지가 발달되어 있는데
군장국가공단 건설에 따른 개야도 유역까지의 간척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갯벌
의 파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석지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 해안퇴적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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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에서 가장 널리 나타나는 해안지형은 퇴적지형이다. 그 중에서도 조류
의 영향과 지형적인 원인으로 간석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들 간석지의 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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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아주 완만한 파식대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도 있으며, 특히 퇴적층의 두께가
얇아서 파식대가 그대로 노출된 곳도 나타난다.
간석지의 퇴적물질은 장소마다 조성이 다르나 점토, 실트, 모래 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퇴적물질의 조성은 퇴적환경과 퇴적물공급원의 특성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는데, 본 지역에서 퇴적물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하천으로는 금
강이 있다. 금강에서 공급되는 토사 및 뻘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만경강, 동진
강 유역의 해안에 넓은 간석지를 발달시키며, 일부는 본 군에 유입되기도 한다.
금강에서 유출된 퇴적물질들은 조류작용으로 바다로 잘 제거되며, 제거된 토사
중 뻘과 같은 세립질퇴적물은 조류에 의하여 멀리까지 운반되면서 해수면이 잔
잔한 주변 만입 부분에 넓게 퇴적된다. 금강 유역을 제외한 본 군의 대부분의 해
안에는 퇴적물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하천이 없다. 따라서 간석지의
퇴적물 공급원은 연안의 침식물질과 해저 퇴적물질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모래,
자갈 등의 조립물질도 풍부하다<사진 20>.
본 군의 퇴적물은 기반암 위의 육성풍화물 위에 퇴적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주

변의 표면이 육상영역에 의해서 풍
화된 다음, 이 지역이 침수됨에 따라
점차 간석지 퇴적물질로 덮였을 것
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간석지 지역으로는 장항
<사진 20> 금강하구둑 주변의 간석지 전경

읍 장항리와 송림리, 옥남리 등이다.
장항리 간석지는 금강하구 유역에

위치하며, 방조제 및 금강호 관광지 개발 등으로 대부분 파괴되었고 방조제 전면
부에 일부 남아 있다. 간석지의 퇴적물질들은 금강에서 유입되는 실트, 모래, 등
의 세립질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갯골의 밀도는 낮은 편이다. 최근 군장국가
공단 건설에 따른 개야도 유역까지의 간척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갯벌의 파괴
가 심각할 것으로 보여 간석지 보호대책이 요구된다.
송림리 간석지는 송림천에서 유입되는 실트, 모래 등의 세립질퇴적물과 연안의
침식물질인 모래, 자갈 등의 퇴적물질이 혼합된 혼성 간석지이다<사진 21>. 갯골의
밀도는 간석지 퇴적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본 지역의 퇴적물은 입경이 커서
갯골의 밀도가 높아 하도로 이용되기도 한다. 간석지 배후에는 사빈, 사구가 일부
나타나며, 송림천은 감조하천으로 현재 갑문을 이용하여 조류를 차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갯벌은 퇴적물이 지속적으로 쌓임에 따라 바다 쪽으로 성장하면서
바다를 향해 점차 낮아진다. 이때 지면이 높아져서 바닷물의 침입이 줄어들면 염
생식물이 자란다. 본 조사지역에서는 해홍나물, 갈대 등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
들 식물로 인하여 퇴적물이 지속적으로 집적된다. 간석지의 폭은 1.5~3km, 길
이는 4~5km로 본 군의 간석지 중 최대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들 간석지 배후

<사진 21> 송림리 간석지와 갯골 전경

<사진 22> 옥남리 간석지와 염생습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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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남리의 간석지들은 송림리의 퇴적물질과 같은 혼성 간석지이다<사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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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사빈과 사구가 발달하는데, 사구는 송림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조성물질은
대부분 모래와 실트이다. 이들 간석지 후면에는 사빈과 사구가 연속적으로 발달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빈과 사구는 장항읍 송림리의 모랫날, 마서면 죽
산리, 비인면 장포리, 선도리, 서면 신합리, 도둔리 등 파랑의 영향을 직접 받는
외양에 접한 해안에 특히 발달한다. 규모가 큰 하천이 유입하지 않는 이들 해안
의 사빈, 사구는 곶과 곶 사이의 작은 만입에 소규모로 발달되어 있다.
현재 본 군의 사빈은@ 현재 침식을 받아 후퇴하고 있다. 황해안에 있어서 사빈
의 침식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후빙기 해면상승 이후 해수면이 현재의 위치에 도
달한 직후 다량의 육상의 충화산물을 공급받았을 때에는 현재의 위치보다 해안
선은 훨씬 바다 쪽으로 전진하여 있었을 것이나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공급되는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해안선은 후퇴하는 것이다.
사빈 혹은 간석지의 배후에는 그 전면의 모래가 바람에 불려 운반·퇴적되어 형
성된 해안사구가 나타난다.@ 해안사구는 본 조사지역의 사빈 배후에 발달되어 있
다.@ 사구의 방향은 탁월풍의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북서계절
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안에 해안사구가 탁월하게 발달되어있다. 연안사구의 대
부분은 식생의 성장으로 고정되었거나 고정되고 있지만 일부 사구들은 전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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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사구도 있다. 현재 사구의 아래에는 고사구층이 묻혀 있는 경우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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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현생사구를 구성하는 퇴적물의 대부분은 해안사구의 전면에 있는 간석지와 사
빈에서 운반되어 왔고, 고해안사구(古海岸砂丘)의 퇴적물은 대부분 플라이스토세
와 홀로세 동안에 현재보다 해수면이 낮았을 때 해저에서 운반되어 온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본 조사지역의 사구 중에는 고사구의 기반 위에서 발달한 것도 많은
것 같다. 사빈과 마찬가지로 사구도 전반적으로 침식을 당하고 있으며, 삼림의 성
장으로 고정된 고사구(古砂丘) 가운데는 심하게 개석을 받은 것도 나타난다.

<사진 23> 송림리 사빈 전경

<사진 24> 송림리 해안사구 전경

<사진 25> 죽산리 사빈 전경

<사진 26> 죽산리 해안사구 전경

장항읍 송림리에는 사빈이 잘 발달되어 있다<사진 23>. 사빈 전면에는 폭
4km 정도로 매우 크며, 퇴적물질은 점토와 모래가 대부분인 세립질퇴적물이 대
부분이다. 간석지와 사빈 사이에는 일부 염생습지가 있는데 주로 간석지 소멸과
정에서 생긴다. 사빈의 배후에는 1~2m 높이의 해안사구<사진 24>가 해안을 따
라 퇴적되어 있으며, 주로 해송이 성장하여 있다. 사구 전면에는 파랑에 의한 침
식을 막기 위하여 제방을 건설하였다.
마서면 죽산리의 사빈<사진 25>은 다른 지역의 모래해안과 마찬가지로 파랑의
영향을 직접 받는 외양에 발달되어 있다. 퇴적물질은 실트와 모래 등의 세립질
퇴적물질이 대부분이지만 연안의 침식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사빈의 폭은 조석
다수의 해안사구<사진 26>가 발견되는데 높이는 2m 내외이지만 최고 3m 높이
의 사구도 나타난다. 대부분 송림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침식을 당하
고 있어 제방과 같은 인공구조물을 만들어 사구의 침식을 막고 있다.
비인면 선도리의 사빈은 다른 지역의 모래해안과 마찬가지로 파랑의 영향을 직접
받는 외양에 발달되어 있다. 퇴적물질은 실트와 모래 등의 세립질 퇴적물질이 대부

<사진 27> 선도리 사빈 전경

<사진 28> 선도리 해안사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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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50~100m 정도이며, 사빈의 배후에는 해안선과 평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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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 사빈의 폭은 조석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30~50m 정도이며, 사빈의 배후
에는 해안선과 평행한 다수의 해안사구<사진 28>가 발견되는데 높이는 3m 내외이
지만 최고 5m 높이의 사구도 나타난다. 대부분 송림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전반적으
로 침식을 당하고 있어 제방과 같은 인공구조물을 만들어 사구의 침식을 막고 있다.
서면 신합리의 비인만에는 서천군에서 가장 규모가 큰 모래해안이 발달되어
있다. 사빈<사진 29>의 길이가 4㎞ 되며, 사빈의 배후에는 30cm 높이의 범
(berm)이 형성되어 있다. 범의 일부는 이미 해안사구로 성장하기 위하여 피복물
질들이 덮여 있다. 범의 배후에는 해안사구<사진 30>가 2~3m의 높이로 형성되
어 있다. 본 지역의 사빈의 퇴적물질들은 대부분 패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근해의
해저에서 공급된 세립질 퇴적물질들이다. 해안사구 역시 고운 모래층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다량의 패각을 함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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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9> 비인만 사빈 전경

<사진 30> 비인만 해안사구 전경

<사진 31> 춘장대해수욕장 사빈 전경

<사진 32> 춘장대해수욕장 해안사구 전경

춘장대 해수욕장의 사빈<사진 31>은 주로 실트 및 모래 등의 세립질퇴적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면에는 간석지가 대규모로 존재한다. 사빈의 배후에는 그 전
면의 모래가 운반·퇴적된 해안사구<사진 32>가 1~2m 두께로 해안을 따라 퇴적
되어 있다. 해송으로 고정되어 있는 본 지역의 사구는 서해안의 다른 지역의 사
구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침식을 당하고 있다.

<사진 33> 월포리 사취 전경

<사진 34> 해안사구 전경

월포리 및 다사리 해안에는 만입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사취가 성장하고 있는
데 주변의 간석지와 확연히 구분된다. 이밖에 다사리, 월포리 지역에도 사취가
성장하고 있다. 월포리 사취<사진 33>는 매바위의 헤드랜드에서 반대편 서천만
쪽으로 성장하는 사취이다. 사취의 끝이 만내로 향하고 있어서 밀물이 퇴적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 퇴적물질은 주로 모래, 자갈 등의 조립질퇴적물로 하천에서
유입된 퇴적물보다 배후사면에서 유입된 양이 더 많다. 본 지역의 사취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 향후 석호를 형성할 수도 있다.
다사리 사취는 삼성염전 해안에서 관찰된 사취로, 다사염전 방향의 사빈이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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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성장하면서 조류 및 파랑의 영향으로 선단부가 외해 쪽으로 구부러져 발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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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사취의 폭은 30m, 길이는 500m 정도로 규모가 크다. 퇴적물질은 주로 모
래, 자갈 등의 조립질퇴적물로 하천에서 유입된 퇴적물보다 배후사면에서 유입된
양이 많다. 현재 사취의 선단부는 간석지와 연결되어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밖에 서천군 해안에는 해안퇴적지형인 육계사주가 모식적으로 나타난다. 대
표적인 지역은 슴갈목섬 지역과 쌍도지역이다.
슴갈목섬 지역은 슴갈목섬을 중심으로 양쪽 해안으로 사빈이 형성되어 있고
퇴적물질은 주로 배후사면에서 공급된 모래, 자갈 등의 조립질 퇴적물질과 연안
에서 이동해온 실트와 모래 등의 세립질 퇴적물질이 혼합되어 있다. 해안선을 따
라 2m 정도의 해안사구가 형성되어 있다. 사빈의 전면에는 조립질 간석지가 있
으며, 일부 파식대가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해안의 전면에 슴갈목섬이 있어서
파랑의 힘이 약해져 사주가 성장하여 육계도를 만들었다<사진 35>. 현재 육계사
주 위에는 가옥들이 입지하여 있다.
쌍도섬에 연결된 육계사주<사진 36>의 퇴적물질은 주로 배후사면에서 공급된
모래, 자갈 등의 조립질 퇴적물질들이 대부분이다. 조류 및 파랑의 영향으로 침

<사진 35> 슴갈목섬의 육계사주 전경

<사진 36> 쌍도섬의 육계사주 전경

식을 받기 때문에 주변에 거력을 쌓아 침식을 막고 있다. 창조류 때는 수면 위에
노출되고 낙조류 때는 수면 아래에 잠긴다. 사주의 길이는 800m 정도이고 폭은
10~15m 정도로 큰 사주를 형성한다.

나. 해안침식지형
서천군의 전 해안을 따라서 파랑의 침식을 직접 받는 지역의 헤드랜드 전면의
중심에는 해식애(sea cliff)와 파식대(shore platform)가 나타난다. 파식대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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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의 후퇴에 따라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두 지형은 서로 밀접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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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발달한다.
서천군 지역의 파식대 생성·발달과정에 있어서의 주된 해성침식작용은 파랑에
의한 취거작용(取去作用) 및 마식작용(磨蝕作用)이다. 또한 본 지역의 파식대들은
지난 간빙기의 파식대를 그대로 이어서 발달하였으며, 현해수면과 관련된 제 침식
과정으로 현재와 같은 침식지형을 형성하였다. 서천군 지역에서, 최후빙기 이래 해
수면이 현재의 위치에 도달한 짧은 기간 동안의 침식에도 현재의 해수면에 잘 적응
된 넓은 파식대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완경사의 구릉능선이 바다 쪽으로 계속되
며, 배후산지의 고도가 낮으므로 같은 파랑의 침식력에도 동해안에 비하여 넓은 해
성 침식면이 발달할 수 있는 점, 기반암층의 풍화와 대소절리의 발달에 기인한 파
식의 용이성 등과 함께 현재와 비슷하였던 지난 어느 시기의 구정선하(舊汀線下)의
해성침식면을 그대로 이을 수 있었다는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천군 해안일대에 발달되어 있는 파식대와 해식절애의 접점고도 및 파식와
(notch)의 고도로부터는 후빙기 이후 현재보다 높았던 해수면을 가졌던 시기를 가정
할 수 없을 것 같으며, 본 지역의 지반이 최후빙기 이후 안정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현
재의 해수면은 후빙기 이후 최고의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현 해수면과 관련된 해성

<사진 37> 장암리 부근의 파식대 및 해식애

<사진 38> 송림리 부근의 파식대 및 해식애

침식작용으로 파식대 배후의 절애는 현재 활발히 후퇴하고 있다. 이는 절애 기저부에
대규모의 파식와(높이 7m, 깊이 3~5m 정도)가 발달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본 지역에는 노치, 해식동, 시스택 등과 같은 침식지형들이 발견되고 있다.
서천군의 해안침식 지형 중 대표적인 해식애 및 파식대 지형을 관찰하면 다음과
같다. 장항읍 장암리 부근의 헤드랜드 전면에는 해식절애와 파식대<사진 26>가 나
타난다. 해식절애의 표고는 18m이며, 기반암은 풍화를 받아 절리가 발달되어 있
다. 본 지역의 파식대들은 절애의 후퇴에 따라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간빙기의 파
식대를 그대로 이어서 발달하였다. 해식애의 암석은 장항각력 암층으로 특히 장항
은 편마암, 화강암, 편암, 석영, 장석, 규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암은 풍화에
대하여 비교적 저항이 강하며 멀리서 관찰할 때는 화강암 같이 보이기도 한다.
장항읍 송림리의 헤드랜드 전면에도 해식애와 파식대<사진 38>가 나타난다. 해
식애의 표고는 12m이며, 기반암은 풍화를 받아 절리가 발달되어 있다. 본 지역의
파식대들은 절애의 후퇴에 따라 성장하였다. 파식대 전면부에는 간석지가 나타나
며 파식대 기저부 위에 퇴적되어 있다. 바다 쪽으로의 경사는 1~3°
정도이며, 파식
대를 구성하는 암석이 변성퇴적암으로 국부적인 경연차가 심하여 표면이 거칠다.
마서면 죽산리 부근에는 파식대 및 시스택<사진 39>이 관찰된다. 본 시스택은 기반
암층이 파랑에 의한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해안침식지형으로, 높이가 6m 정도로 육지
와는 파식대로 연결되어 있다. 파랑에 의한 취거작용 및 마식작용으로 형성된 파식대
의 배후의 절애는 현재 활발히 후퇴하고 있다. 시스택 주변에는 간석지로 덮여있다.
비인면 선도리 근처의 파식대 및 시스택<사진 40>은 기반암층의 파랑에 의한 풍화
작용으로 형성된 해안 침식지형으로, 시스택은 높이가 4m 정도로 육지와는 파식대로
연결되어 있다. 시스택 전면에는 간석지로 덮여있으며, 파식대에는 포획암 및 노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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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굴뚝은 바로 본 암층 위에 세워진 것이다. 암석 색이 적갈색을 띄며, 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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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9> 죽산리 부근의 시스택

<사진 40> 선도리 부근의 시스택

다수 발견되며, 배후에는 모래와 자갈 등의 조립질 퇴적물로 구성된 사빈이 있다.
마서면 한성리 부근의 헤드랜드 전면 해식애와 파식대의 접점고도에는 해식동
<사진 41>이 발달하였다. 본 동굴은 폭에 비하여 높이가 높고, 주로 해안선 가까
이에서 파도, 조류 등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동굴 주변에는 다수의 노치도
발견되는데 대부분 절리면을 따라 침식, 풍화를 받고 있으며, 높이는 2m, 폭 1m,
깊이 5m이다. 해식동은 노치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해수면과 관련하여 구정선 고
도를 추정할 수 있다. 현재 해수면과 관련된 해성침식작용으로 파식대배후의 절
애는 활발히 후퇴하고 있어서 해식동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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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서면 남전리 부근에도 해식동<사진 42>이 발달하여 있다. 주로 해안선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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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파도, 조류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는데, 본 동굴은 처음에는 두 개의 노치
로 발달하다가 절리면을 따라 침식을 받아 하나로 연결되었다. 높이는 2.5m, 폭은
3.5m 정도이고 깊이는 3.5m 이다. 현재 해수면과 관련된 해성침식작용으로 파식
대 배후의 절애는 활발히 후퇴하고 있어서 해식동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사진 41> 한성리 부근의 해식동

<사진 42> 남전리 부근의 해식동

집필 : 최 성 길(공주대학교 교수)

3. 토양@@@@@@@@@@@@@@@@
1) 토양 개관@
(1) 토양 정의
토양이란 기후, 식생, 지형, 모재 및 시간 등 5개 요인의 영향을 받아 생성되는
것으로 암석이 오랜 세월동안 풍화작용과 침식작용을 받은 암석의 풍화산물이
다. 토양은 기후, 식생, 생성되는 지형, 모암의 성질, 형성시기 등에 따라 여러 가
지 특성이 결정된다. 암석의 풍화산물인 토양은 모암의 위치에 퇴적되거나, 또는
바람, 유수 등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운반되어 퇴적되기도 하는데 전자를 정적토
라하고, 후자를 운적토라 한다.
토양에 대한 정의는 토양을 이용하는 분야에 따라 다르다. 토양학에서는 모재,
성질, 구성 및 기능에 중점을 두고 '암석의 풍화물인 작은 입자의 광물질을 주재
료로 하여 지각의 지표면에 쌓이고 여기에 동식물에서 유래된 유기물이 섞여지
고, 공기와 수분을 알맞게 함유하여 식물을 기계적으로 지지할 뿐만 아니라, 양
분을 저장하거나 공급해주는 자연체'로 정의하고 있다.
농림업에서는 식물의 양분, 수분저장과 조절, 방출 및 식물체의 지지물로 보며,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조암광물 중의 이온, 원자, 분자 등이 물, 산소, 이산화탄소
와 완만하게 작용하여 이들의 화학결합이 풀려서 용액에 녹거나 새로운 침전물의
생성하여 더욱 안정한 생성물의 만드는 전위(傳位)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응용지질학자 및 토목공학자들은“폭약을 사용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고화되지 않는 지구표면의 구성물질로서 입자 그 자체는 고체이지만 입자 상호
간에 강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고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 힘을 받았
을 때 입자 상호간에 변위가 쉽게 일어나는 것”
으로 토양을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토양의 정의는 각 분야의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물과 함께 인간 생
명현상의 근원이 된다. 대부분의 토양은 고체상의 광물질 입자로 되어있고, 이들
입자 사이에는 틈이 있어서 기체와 액체가 이 틈을 채우고 있다. 무기물, 유기물,
수분, 공기 등의 4대 성분으로 구성된 토양은 고체상, 액체상 및 기체상이 공존하
고 있다. 즉, 토양에서 고체상은 암석의 풍화에 의해 생성된 무기물과 각종 동식
물에서 유래된 유기물 등이며, 액체상은 여러 종류의 물질과 이온이 함유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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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에서는 암석의 풍화산물로서 지표의 일부인 표토로 본다. 화학분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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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분이며, 기체상태로 산소와 이산화탄소 등이 존재하는 복합체이다. 그리고
이들 3상의 구성비율은 토양의 상태와 유형에 따라 변화하며, 육지토양의 경우에
는 고체상 50%, 액체상 25%, 기체상 2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토양특성
토양의 구별은 토성, 토색, 토양배수, 토양경사, 토양침식 등에 의해 결정된다. 토
성이란 각개 토양입자의 여러 가지 크기의 상대적 비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점
토, 미사, 모래의 비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토색은 가장 명확하고 쉽게 토양특성
을 나타내므로 직접 토양의 여러 작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나, 색으로부터 토양
에 관한 여러 가지 특성을 추리할 수 있다. 토색은 유기물에서 유래된 색과 무기광
물질이 나타내는 색 등의 두 종류가 혼합 중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유기물질의 색
은 주로 암색, 농암색, 흑색, 갈색 등이 주이고, 광물질인 철화합물은 적색, 등색, 황
색, 갈색, 청색, 녹색 등의 여러 색을 나타내고, 망간은 갈색 또는 흑색을 나타낸다.@
토양배수란 표면유거와 지하침투로 인해 토양에서 물이 없어지는 속도와 범위
를 말한다. 유거(run off), 토양투수성(soil permeability), 내부토양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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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soil drainage) 등에 의하여 토양배수등급을 결정한다. 토양경사는 경
사도계로 측정하여 %로 표시하며,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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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침식은 바람에 의한 침식과 물에 의한 침식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제
주도를 제외하고 물에 의한 침식이 주를 이룬다. 물에 의한 토양침식은 토양유실
의 정도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토양은 주로 사질로써 pH가 낮으며 유기물의 함량이 낮은 척박한
토양으로 알려져 있다. 토양의 생성인자인 모암 중에서 전체의 70% 이상이 조립
질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에 의해 발달된 토양은 대부분
사질토이면서 경사지에 분포되어 유실이 심한 편이다. 그 결과 토양의 물성이 불
량하고, 토양의 주요한 점토광물이 카올리나이트로 구성되어 양이온교환능력이
낮다. 그리고 여름철의 고온으로 유기물의 분해가 빨라 집적이 어려우며, 집중강
우에 의해 영양분의 용탈로 산성화가 촉진되어 비옥도가 낮다.

(3) 토양조사 현황
우리나라 토양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는 1905년에 시작되었으며, 1935년부터
각 도별로‘토성조사’
를 실시하여 전체 논토양의 69%(1,252,117ha)와 밭 토양의

57%(991,460ha)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후 1946년에서 1957년까지 각
지역의 1:50,000 토양도가 작성되었지만 토양에 대한 정확한 분류체계는 정립되
지 못했다. 그리고 1959년부터는 정부산하 연구소에서 항공사진을 기초로 정밀
토양조사가 실시되어 수원, 대전, 충남 및 제주도에 대한 정밀토양조사가 이루어
져 1962년에 조사결과가 발간된 바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토양조사는 UN기금으로 1964년 11월부터 5년간 '한국토양
조사사업기구'에서 수행되었으며 전 국토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를 완료(1967년)
하였으며, 1969년에는 일부 지역에 대한 1:25,000 정밀토양도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 국토에 대한 광역 및 정밀토양도 작성이 완료되어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되어 국토개발과 관련한 기초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4) 토양분류
토양분류에 있어서의 기본이론은 일정한 형태를 가진 토양은 같은 토양생성
인자가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전 세계의 토양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1975년에 발표된 미국의 토양분류법(soil taxonomy)이 있는데, 한국의 토양분
류도 이 방법을 따르고 있다.
이 방법에서는 토양생성발달의 정도와 특징에 따라서 10목(目:order), 기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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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상태에 따라서 아목(亞目:suborder)으로 구분하고, 다시 대군(大群: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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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아군(亞群:subgroup), 패밀리(texturel family), 토양통(土壤統:soil
series)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토양은 현재 6목,
14아목, 24대군, 65아군, 175족, 378통으로 구분되어 있다.

2) 우리나라 토양 개관
우리나라 온난습윤한 기후조건이며 토양모재는 산성암인 화강암 및 화강편마
암이 전 국토 면적의 2/3를 차지하여 토양 종류가 얼마되지 않으리라 생각되나
지형이 복잡하므로 토양 종류가 많은 편이다.
토양조사결과 밝혀진 우리나라의 토양 종류를 보면, 1949년 미농무성에서 수
정 보완하여 사용하던 분류 체계에 기초한 대토양군(Great soil groups)은 충적
토(Alluvial Soils)를 비롯하여 회색토(Gley Soils), 적황색토(Red-yellow Soils),
암쇄토(산악토, Lithosols), 회갈색토(Glay-Brown Soils), 유사반층토

(Planosols), 갈색삼림토(Brown forest Soils), 염류토(Saline Soils), 유기질토양
(Organic Soils), 화산회토(Andosols), 퇴적토(Regosols), 흑색암쇄토(Ranker),
갈색토(Brown Soils)), 적갈색토(Raddish Brown Soils), 산성갈색삼림토(Acid
Brown-Forest Soils), 화산회성암쇄토(Volcanic ash Lithosolos) 등이 있다.

(1) 토양통
토양통(Soil series)이란 모재, 퇴적양식 및 토양 생성면에서 유사한 토양에 대
하여 표토의 토성을 제외한 심토의 특성 및 형태 및 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토양
군을 의미한다.
토양통별 특성 및 분류면적을 살펴보면, 1964년부터 1990년까지 밝혀진 토양
의 종류는 토양통 378개이며 토양관리군인 토양구 522개, 토양상 1,288개가 밝
혀졌다. 378개의 토양종류를 주로 이용되고 있는 지목별로 보면 답 152개 토양
통, 임지 101개 토양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토양통을 고차분류단위인 대
토양군 수준에서 16개로 분류할 수 있다. 1960년 이후의 새로운 분류방법에서는
토양관리군으로 되어 있는 토양구가 522개, 토양상이 1,288개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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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토양군에서 포함되는 토양통의 수는 일정하지 않아서 회색토는 특성의
범위가 넓고 분류면적도 많아 78개의 토양군으로 세분된 반면 적갈색토는 단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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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양통으로 구분되었다. 농경지 토양 중 답토양에서 분포면적이 가장 많은 토
양은 곡간지에 분포한 식양질 토양인 지산통(芝山統)이며 산록 또는 선상지에 분
포한 사양질 토양인 상주통(尙州統)이 가장 많은 분포면적이었다.
토양생성연대가 오래되지 않은 충적층을 모재로 하여 곡간, 대지 및 산록에 분
포한 답토양(沓土壤)은 대토양군과 토양군간의 중간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
가 있다.

3) 서천군의 토양
(1) 서천군에 분포하는 작도 단위별 토양
본 서천군지에서는 1971년 농촌진흥청 식물환경연구소의 한국토양조사사업기
구에서 작성한 군내의 개략토양도(1 : 50,000)를 근거로 하여 군내에 분포하고
있는 토양의 종류를 분류하였다.

서천군의 토양은 작도 단위별 토양의 특성에 따라 ① 해안지에 분포된 토양,
② 해안 평탄지에 분포된 토양, ③ 하천범람지에 분포된 토양, ④ 내륙 평탄지에
분포된 토양, ⑤ 산악 곡간지에 분포된 토양, ⑥ 저구릉지 및 산록지에 분포된 토
양, ⑦ 구릉지 및 산악지에 분포된 토양 등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해안 평탄지에 분포하는 토양인 회
색토 및 충적토(Fma)와 해안지에 분포하는 토양인 간석지(Fta)이다<그림 7, 표
3>. 간석지의 작도단위에 해당되는 대표 토양통은 덕하통, 달동통, 전북통, 부용
통, 김제통 등이 있다.

(2) 서천군에 분포하는 주요 작도 단위별 토양
가. 간석지, 배수 매우 불량, 미사사양질 내지 미사식양질(Fta)
본 작도의 단위는 해성충적 모질물로 되어 있고 배수는 매우 불량하며 토성은
미사사양질 내지는 미사식양질 간석지이다.
본 간석지의 형태적인 특성을 보면 표토는 회색, 암회색, 청회색의 미사질 사
양토 내지 미사질 식양토이고 곳에 따라 조개껍질이 섞여 있다. 심토는 회색, 암
회색, 청회색 및 녹회색의 미사질 양토 내지 미사질 식양토이나 미사토인 경우도
있다. 기층은 매우 깊으며 암회색, 청회색 및 녹회색의 미사질 양토 내지 미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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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암반까지의 깊이는 5m 이상이다. 이들의 토양반응은 염기성이며 염기 포화

제1장 자연지리

도는 매우 높고 염기치환용량은 보통이다.
이들은 현재 해수가 드나들고 있어 농경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나 국부적
으로 방조제를 축조하여 염전, 양식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도 있다. 농업용수가
풍부한 곳에서는 제방을 구축하여 농경지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곳에
서는 염전또는 양식장으로 개발할 수 있다. 농경지로 이용할 경우 염분제거, 관
개수 확보 및 내염성 품종을 재배하고 제방의 붕괴 방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

나. 회색토 및 충적토, 배수 약간 불량, 미사식양질 내지 식질 (Fma)
본 작도의 단위는 회색토가 대부분이며 충적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하해 혼성 및 해성충적지의 평탄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토양배수는 약간 불량하
고 토성은 미사식양질 내지 식질이다.
본 작도 단위를 대표할 있는 회색토의 형태적인 특성을 보년 표토는 회색, 암회
색 또는 회갈색의 미사질식양토 및 미사질양토이며 황갈색, 적갈색 및 진갈색의 많
은 반점이 있다. 심토는 회갈색, 회색 혹은 암회색의 미사질식양토, 미사질식토 혹

은 식토로서 올리브색, 황갈색 및 진갈색의 반점이 보통 내지 많고 발달이 약한 원
주상 구조로서 때로는 회색의 피막을 볼 수 있다. 기층은 녹회색 혹은 회색, 청회색
및 암회색의 미사질식토 내지 미사토로서 불균일하고 반문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
다. 한편, 곳에 따라서는 이탄(peat) 혹은 흑니층이 50~100cm 사이에서 나타나며
그 두께는 약 10~30cm 혹은 그 이상이고 암반까지의 깊이는 5m 이상이다.
이들 토양의 대부분은 논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답리작으로 보리가 재배되고
있다. 벼재배에 있어서 생산성은 높으나 배수구의 설치, 전층시비, 규산질 비료
의 사용 및 가리질 비료의 증기에 유의하면 보다 높은 수량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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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서천군의 작도 단위별 토양 분토

<표 3> 서천군에 분포하는 토양별 특성
No

토양부호

1
2
3

Fba
Fta
Fma

백색사구
사질
양호 내지 매우 양호
간석지
미사사양질 내지 미사식양질 매우 불량
회색토 및 충적토 미사식양질 내지 식질
약간 불량

토양분류

토성

해안
해안
해안 평탄

4
5
6
7
8

Fmc
Fmd
Fmg
Afb
Afc

염류토
충적토 및 회색토
충적토 및 회색토
충적토
범람지 및 충적토

해안 평탄
해안 평탄
해안 평탄
하천 범람
하천 범람

미사사양질 내지 식질
미사식양질 내지 식질
사양질 내지 미사사양질
사양질 내지 사질
사질 내지 사양질

배수

약간 불량 내지 불량
불량 내지 매우 불량
배수불량
약간 불량 내지 불량
양호 내지 매우 양호

지형

No

토양부호

토양분류

토성

9

Afd

범람지 및 충적토

10

Apa

회색토 및 충적토 미사식양질 내지 식질

11

Apb

적황색토 ,홍적

12

Apd

회색토 및 충적토 미사식양질 내지 식질

배수

지형

자갈이 있는 사질 내지 자갈
약간양호 내지매우양호 하천 범람
이 있는 사양질

식양질 내지 식질

배수 약간 불량

내륙 평탄

약간 양호 내지 양호

내륙 평탄

불량

내륙 평탄
산악 곡간

13

Ana

회색토 및 충적토 식양질 매지 미사식양질

약간 양호 내지 불량

14

Anb

충적토 및 회색토 자갈이 있는 사양질

약간 양호 내지 약간불량 산악 곡간

15

Anc

퇴적토

사양질 내지 식질

약간 양호 내지 양호

산악 곡간

16

Raa

적황색토

식질 내지 식양질

양호

저구릉

17

Rab

적황색토 및 암쇄토 식양질 내지 사양질

양호

저구릉

18

Rac

적황색토

식질 내지 식양질

양호

산록

19

Rad

퇴적토 및 적황색토

돌 및 자갈이 있는 식양질 내
양호
지 돌 및 자갈이 있는 사양질

산록

20

Rea

암쇄토

식양질 내지 사질

매우 양호

저구릉

21

Rsa

암쇄토 및 적황색토 식양질 내지 사양질

매우 양호

저구릉

22

Rva

적황색토 및 암쇄토 식양질

양호

저구릉

불량 내지 약간 양호

저구릉 곡간

양호

구릉

Rxa

회색토 및 충적토

24

Maa

암쇄토 및 적황색토 식양질 내지 사양질

식양질 내지 식질

25

Mab

암쇄토

사양질 내지 식양질

매우 양호

구릉

26

Mac

암쇄토

사양질 내지 식양질

매우 양호

산악

27

Mma

암쇄토

식양질 내지 사양질

매우 양호 내지 양호

구릉

28

Mmb

암쇄토

사양질 내지 식양질

매우 양호

산악

29

Mva

암쇄토

식양질 내지 사양질

매우 양호 내지 양호

구릉

30

Ro

암석 노출지

-

-

-

(3) 서천군에 분포하는 기타 작도 단위별 토양
가. 해안지에 분포된 토양
지형적으로는 대부분이 간석지, 해안평탄지 내지는 완경사지에 분포한다.
① 백색사구, 배수양호 내지는 매우 양호, 사질(Fba)
② 간석지, 배수매우불량, 미사사양질 내지 미사식양질(Fta)

나. 해안 평탄지에 분포된 토양
지형적으로는 대부분이 현 하천의 하구 부근의 충적지에 그리고 해안단구로
추정되는 지역에 분포해 있다. 이 같은 분포 특성으로 볼 때 이들 토양은 빙기·
간빙기의 해수면 변동과 관련하여 과거 해수로 채워져 있던 익곡 지역이 매적되
는 과정에 만들어진 토양이거나, 해수면 변동과 지반 융기로 인해 형성된 해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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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상의 퇴적물로 추정된다. 이 토양에 속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회색토 및 충적토, 배수 약간 불량, 미사식양질 내지 식질 (Fma)
② 염류토, 배수 약간 불량 내지 불량, 미사사암질 내지 식질 (Fmc)
③ 충적토 및 회색토, 배수불량 내지는 불량, 미사식양질 내지 식질(Fmd)
④ 충적토 및 회색토, 배수불량, 사양질 내지 미사사양질(Fmg)

다. 하천 범람지에 분포된 토양
지형적으로는 대부분 하천의 중·하류부 범람원 상에 분포해 있다. 이 토양에
속하는 토양들의 특징과 토양부호는 다음과 같다.
① 충적토, 배수 약간 불량 내지 불량. 사암질 내지 사질 (Afb)
② 범람지 및 충적토, 배수 약간 양호 내지 매우 양호, 사질 내지 사양질 (Afc)
③ 범람지 및 충적토, 배수 약간 양호 내지 매우 양호, 자갈이 있는 사질 내지
자갈이 있는 사양질 (Afd)

라. 내륙 평탄지에 분포된 토양
이러한 토양들은 지형적으로 주로 하천의 범람원과 배후 산지와의 접경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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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견된다. 따라서 이들 토양들은 하성퇴적물과 주변 산지에서 운반된 사면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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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물이 혼재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토양에 속하는 토양들의 특징과 토양부호
는 다음과 같다.
① 회색토 및 충적토, 배수 약간 불량, 미사식양질 내지 식질 (Apa)
② 적황색토 ,홍적 ,배수 약간 양호 내지 양호, 식양질 내지 식질 (Apb)
③ 회색토 및 충적토, 배수 불량, 미사식양질 내지 식질 (Apd)

마. 산악 곡간지에 분포된 토양
지형적으로는 주로 하천 중·상류부의 본류와 지류 곡간에 분포해 있다. 이 토
양에 속하는 토양들의 특징과 토양부호는 다음과 같다.
① 회색토 및 충적토, 배수 약간 양호 내지 불량, 식양질 매지 미사식양질 (Ana)
② 충적토 및 회색토, 배수 약간 양호 내지 약간불량, 자갈이 있는 사양질 (Anb)
③ 퇴적토, 배수 약간 양호 내지 양호, 사양질 내지 식질 (Anc)

바. 저구릉지 및 산록지에 분포된 토양
지형상으로는 주로 하천 주변의 저구릉지 상에 분포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분포 고도는 20~300m 사이이지만 대부분이 주변 지역과 비고 100m 이하 지역
에 분포해 있다. 이 토양에 속하는 토양들의 특징과 토양부호는 다음과 같다.
① 적황색토, 저구릉, 홍적 및 산성암, 배수 양호, 식질 내지 식양질 (Raa)
② 적황색토 및 암쇄토, 저구릉, 산성암, 배수 양호, 식양질 내지 사양질 (Rab)
③ 적황색토, 산록, 산성암 배수 양호, 식질 내지 식양질 (Rac)
④ 퇴적토 및 적황색토, 산록, 산성암, 배수 양호, 돌 및 자갈이 있는 식양질 내
지 돌 및 자갈이 있는 사양질 (Rad)
⑤ 암쇄토, 저구릉, 산성암, 배수 매우 양호, 식양질 내지 사질, 침식 (Rea)
⑥ 암쇄토 및 적황색토, 저구릉, 퇴적암, 배수매우양호 내지는 양호 식양질 내지
사양질 (Rsc)
⑦ 적황색토 및 암쇄토, 저구릉, 중성 내지 염기성암, 배수 양호 ,식양질 (Rva)
⑧ 회색토 및 충적토, 저구릉 곡간, 배수 불량 내지 약간 양호, 식양질 내지
식질 (Rxa)

사. 구릉지 및 산악지에 분포된 토양
지형적으로는 주로 산지에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토양은 모암인 기반지질의
특성을 반영하는 분포 특성을 보이고 있다. 토양으로 대부분 잔적토의 성격을 띠
① 암쇄토 및 적황색토, 구릉, 산성암. 배수 양호, 식양질 내지 사양질 (Maa)
② 암쇄토, 구릉, 산성암, 배수 매우 양호, 사양질 내지 식양질 (Mab)
③ 암쇄토, 산악, 산성암, 배수 매우 양호, 사양질 내지 식양질 (Mac)
④ 암쇄토, 구릉, 변성퇴적암 및 편암, 배수 매우 양호 내지 양호, 식양질 내지
사양질 (Mma)
⑤ 암쇄토, 산악, 변성퇴적암 및 편암, 배수 매우 양호, 사양질 내지 식양질 (Mmb)
⑥ 암쇄토, 구릉, 중성 내지 염기성암, 배수 매우 양호 내지 양호, 식양질 내지
사양질 (Mva)
⑦ 암석 노출지 (Ro)

(4) 서천군에 분포하는 대표 토양통
가. 전북통
전북통은 미사질양토로 되어 있고 토양배수가 약간 불량하며 토심이 깊다. 토
심은 75∼125cm 범위이며 암반까지 깊이는 5m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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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토양에 속하는 토양들의 특징과 토양부호는 다음과 같다.

토양의 형태적 특성을 보면 토양반응은 석회를
시용하지 않고 강한 산성 내지 약한 산성의 범위에
있는 표토를 제하고는 매우 약한 산성 내지 중성이
며 토심이 깊어짐에 따라 증가한다. 작은 운모편이
토양단면 전체에 보통 내지 많이 나타나며 표토는
20∼30cm의 두꺼운 토양두께를 가지며, 황갈색,
황적색, 진록색 및 갈황색 반문이 많이 있는 암회갈
색, 회색 및 오리브 회색의 미사질양토 또는 미사질
식양토이다. 심토는 선명하거나 현저한 회색, 암회
색, 암갈색, 회갈색 및 농암회록색의 반문이 많은
황록색, 암황록색, 갈색, 오리브록색 및 명오리브갈
색의 미사질식양토 또는 미사질양토이다. 기층은
회색, 암회색, 청회색 및 녹회색의 미사질식양토 또

<사진 43> 전북통 대표단면
※

출처:농업과학기술원(http://envy.niast.go.kr).

는 미사질로 혼층을 이룬 해성충적물이다.
이 토양의 비옥도는 보통이거나 높고 유기물함량이 적거나 매우 많으며 토양
반응은 강한 산성 내지는 약산성이다. 양이온치환용량과 염기포화도는 높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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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논으로 사용되고 있다<사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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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경토
표토는 암회색, 회색의 미사질양토이며 진갈색, 암황갈색, 오리브갈색의 반문
이 있다. 심토는 회갈색의 미사질양토이며 황적색, 황갈색 및 암황갈색의 반문이
있다. 기층은 회색, 암회색의 양토 및 사양토이며 약간의 반문이 있고, 이 토양의
비옥도는 보통이며 유기물함량이 적고 토양산도는 강산성 내지는 약산성이다. 염
기치환용량은 보통이나 염기포화도는 높으며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고 있고 전북
통에 비하여 조립질이기 때문에 양분이나 수분의 보유능력이 낮다.

(5) 서천군의 주요 토양 분포
기후에 따른 토양형은 지역에 따라서 상이하다. 포드졸 토양은 한랭 습윤한 대
륙의 침엽수림대에서 형성된 회백색토이다. 적황색토는 아열대의 온난 다습한
동남아시아의 조엽수림 지역에서 부식과 점토분이 유실되고 라테라이트화 작용
으로 철분 때문에 적황색토가 되었다. 흑토는 석회집적작용으로 스텝지방에서
생긴 토양이며, 툰드라토양은 영구 동토인 툰드라 기후하에서 탁월한데 글라이

화 작용으로 된 것인데 포화층에 청회색토가 생긴다. 염류 집적토는 강우가 거의
없는 건조지역에서 용해성 염류가 형성된 것이다. 서천군의 북부산지에 분포하
는 갈색삼림토는 포드졸지대의 남변을 차지하고 있는 낙엽활엽수림하에서 발달
한 토양으로 한국에 많다.@
이렇게 광역적으로 보면 토양대는 기후대 및 식물대와 일치하게 분포하며 수
평적 및 수직적인 성대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서천군내의 토양이라고 모두
갈색 삼림토가 아닌 것은 당연하다. 서천군의 토양분포는 토양별 특성에 따라 하
해혼성 평탄지 토양, 하성평탄지 토양, 홍적대지 토양, 곡간 및 선상지 토양, 산
록경사지, 구릉지 토양, 산악지 토양으로 분류된다.

가. 하해혼성 평탄지 토양
해수의 작용으로 운반 퇴적된 해성토와 하천에 의해 퇴적 생성된 하성토가 혼
합된 토양이 하해혼성 평탄지 토양이다. 이 토양이 분포된 지역이 하해혼성 평탄
지이다. 지리적으로 서천군내의 금강 지류인 나교천, 단상천, 완포천, 옥포천, 길
산천, 송내천, 원수천 등의 하류지역에서 분포한다.
이 토양은 미사식양토로 배수가 약간 불량하며 토심이 깊다. 표토는 회색으로 반
문이 있고 심토는 암회색이다. 각주상(角柱狀) 구조를 가질 때도 있다. 기층은 청회
하류에서는 30m 깊이에서 목편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비옥도는 높고 유기물의 함
량도 높으며 약산성인데 염기포화도가 높다. 흑니층을 갖고 있는 곳도 있으며 간척
사업으로 제염(除鹽)되어 거의 전부가 논으로 이용되고 곡창지대를 이룬다.
황해 연안의 소하천인 옥남천, 죽산천, 판교천, 종천천, 칠지천, 신합천, 개야
천 등의 유역에도 하해혼성 평탄지 토양인 간석지가 광대하였는데 이들도 거의
간척되어 곡창지대가 되어 있다.

나. 하성평탄지 토양
바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하천만의 퇴적물로 형성된 토양을 하성평
탄지 토양이다. 농업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양이다. 이 토양은 소하천변이
나 큰 강변을 따라 2% 미만으로 경사가 완만하게 전개된 평탄지에 분포하는데
이 평탄지를 하성평탄지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4대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 유역에 분포하고 있다.
서천군내에서는 금강 본류와 황해로 유입되는 14개 지류의 중상류에서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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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미사질양토 또는 미사식양토이며 암반까지는 5m 이상의 깊이이지만 길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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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범람원, 선상지, 곡간지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규모가 작고 또 서천군내에
서는 이들 지형의 대표적인 지역이 모두 축동지, 봉선지, 신농저수지, 홍림저수
지, 주항저수지 등의 저수지 밑으로 매몰되어 있다.
이 토양은 하성 충적층을 모재로 한 사양질토로 배수는 약간 불량하며 토심이
깊다. 표토는 회색이며 심토는 회갈색 혹은 진갈색으로 반문이 있다. 유기물 함량
은 적으나 비옥도는 중간성이고 산성 또는 중성인데 대부분은 논으로 이용된다.

다. 홍적대지 토양
하성평탄지 보다 비교적 높은 대지에 적색, 황갈색 혹은 황갈색을 띄우는 세립
질 적황색 토양들이 분포되어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의 증보 한국토
양총설(1992)에 의하면 홍적대지 토양은 홍적세(플라이스토세)의 홍수에 의하여
운반 퇴적된 토양이며 이 시기에 빙기가 수차 내습하였으며 빙하기와 빙하기 사
이에는 온난한 기후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는데 이들 기후의 영향을 받아 적황색
토가 생성되었다고 보며 이들 토양이 분포된 대지를 홍적대지라 한다.
서천군에서는 홍적대지의 토양이 소규모로 분포하는데 그 토성은 구릉지 토양
과 유사하다. 홍적층을 모재로 한 식질토양이고 배수가 약간 양호하며 토심도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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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토는 회갈색이고 비옥도는 보통이며 산성인데 대부분이 논이나 밭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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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는 곳도 있다.

라. 곡간 및 선상지 토양
우리나라의 내륙부에는 수 많은 저구릉, 구릉 및@ 산악지가 있으며 구릉지와
산악지 사이에는 곡간지가 발달되어 있고 이들 사이에는 대소 하천이 있으며 하
구에는 부채꼴 모양의 선상지가 분포되어 있다.
서천군내의 저구릉지 사이의 곡간지에 분포하는 토양은 선상지적 성격을 띄고
있고@ 화강암의 충적물층을 모재로 한 토양이다. 이 토양은 사양질토 또는 식양
질토로 배수가 다소 불량하고 토심이 깊다. 표토는 회색이고 반문이 있으며, 심
토는 암회색이며 각상구조가 발달되고 전층에 운모가 있는 곳도 있다.
북부산지의 곡간지에 분포하는 토양은 충적층을 모재로 한 잔돌이 많은 사양
질토가 있다. 이 토양은 토심은 깊으나 유기물 함량이 적고 배수가 양호하고 그
성질은 산록경사지의 그것과 유사하다. 주로 소나무, 오리나무, 관목 등이 자라
는 임지이지만 과수원으로 이용되는 곳도 있다.

마. 산록 경사지
우리나라 지형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 많은 구릉지와 산악지가 전국 어
느 곳에서나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구릉 및 산악지 하부에는 중력에 의하여 붕적
퇴적된 토양이 경사도 30% 이하의 산록지에 상당히 많은 면적이 분포하고 있다.
산록경사지토양은 서천군의 북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이 토양은 붕적층에
자갈이 있는 사력토, 사양토 및 식질양토로 배수가 양호하며 토심이 보통이다.
표토는 암갈색이고 심토는 회색이며 반문이 있고 기층은 암갈색이다. 자갈과 돌
이 많아 비옥도는 낮고 유기물 함량도 적으며 산성토양이다. 산록경사지토양은
대부분 전작지로 이용하나 답으로 이용되는 곳도 있다.

바. 구릉지 토양
우리나라 서부와 남부지역에서 해발 300m 이하이고 경사 30% 미만인 완만한
저구릉 및 구릉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저구릉 및 구릉지에 분포하고 있
는 토양은 각 암석의 풍화잔적물을 모재로 하여 생성된 토양이며 산지개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구릉지 토양은 서천군내에서 한산, 화양, 서천읍, 마서, 종천, 비인, 서면의 구
릉지에 주로 분포한다.
하고 토심이 보통이다. 표토는 적갈색, 암갈색의 양토 세사양토, 조사양토이고
심토는 황적색과 적색의 양토 조사양토, 사양토이다. 기층은 황갈색, 진갈색, 담
갈색의 세사양토, 양토 조사양토이며 전층을 통하여 미세한 석영입자가 많다. 유
기물 함량이 매우 적고 비옥도가 낮으며, 토양 반응은 산성인데 옛날에는 임야였
으나 지금은 대부분 개간되어 밭으로 되어 있고 과수원인 곳도 있다. 밭토양은
논토양에 비하여 모암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 많고 유기물질이 작아 매우 토박
하다. 대체로 전토는 흑색토가 비옥하고 적색토가 유기물질이 적다.
@

사. 산악지 토양
산악지란 험준하고 해발고도가 높고 경사가 급한 지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의 동부는 서부와 남부에 비하여 산악지가 많이 분포하는데 경사가 완만한 고원
지 토양은 해발고도가 높으므로 산악지에 포함된다.
산악지토양은 서천군내의 북부지대에 주로 분포한다. 이 토양은 화강암의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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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양은 화강암의 풍화물을 모재로 한 토양으로 사양질토이며 배수가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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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질이 잔적한 사양질토 또는 자갈이 많은 양질 토양으로 배수가 매우 양호하
다. 그러나 토심이 얕으며 기층은 암반으로 노출된 곳도 있고 유기물 함량도 아
주적어 비옥도가 낮으며 산성토양이다. 표토는 20~30cm 정도로 갈색 또는 암
갈색이며 심토는 적갈색인데 소나무, 오리나무, 참나무, 관목, 야생초, 진달래,
싸리 등이 혼생하고 주로 소나무의 임상이지만 그 생육상태는 불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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