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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맨먼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령리 일대에 대한 지질조사， 시추조사 및 

시추코아 분석， 퇴적환경 규명 등의 체계적인 지질학적 조사와 만년제의 축조와 관 

련된 역사성 연구를 통하여 만년제 복원을 위한 축조범위 분포 및 축조의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도기념물 제 161호인 만년제의 발굴 및 복원을 위한 

의사결정에 과학적인 기본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과제임 . 

맨 연구의 범위 및 내용 

o 조사범위 : 

광역조사지역 : 경기도 수원시 남측 일부， 화성군 봉담면， 정남면， 태안읍 일 

부 및 오산시 북측 일부. 

-정밀조사지역 :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령리 152번지 일대. 

o 세부조사내용 : 

-안령리 일대를 중심으로한 만년제 관련 각종 역사문헌 및 자료조사. 

-태안읍 안령리 일대의 기본지질도 작성. 

-만년제 축조범위 확인을 위한 시추 및 시추코아 분석. 

-만년제 주변지역의 지형발달 및 퇴적환경 종합.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기본지질도， 만년제 분포도 작성. 

-만년제 주변의 지질종합 및 발굴입지 평가. 

맨 연구 결과 

1)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령리 일대의 만년제 분포지에 대한 야외지질조사， 시 

추조사， 전기 탐사， 퇴적학적 연구， 화분 · 포자 분석에 의한 고생물학적 연구 동의 

체계적인 지질학적 조사와 만년제의 축조와 관련된 역사성 연구를 통하여 만년제의 

발굴 및 복원을 위한 과학적인 기본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 · 연구를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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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동방향으로 발달하는 광주 

넓은 충적평야로 이루어진， 지형 

주변의 광역지형은 한반도 중앙부에 

산맥의 서남단에 위치하며， 낮은 구릉들과 비교적 

윤회상 노년기에 해당하는 지형특성을 보인다. 

01 
^ 2) 조사지역 

이를 

이들 중에서 

하부로부터 

변성암류와 

구성되며， 

변성암류는 

대비되는 선캠브리아기의 

이보다 후기인 화성관입암류로 

거의 전역을 차지한다. 

연천계에 조사지역의 광역지질은 

관입한 화강편마암， 그리고 

변성암체가 

3) 

이들 선캠브리아기의 

류된다. 

으로 

암은 

는
 

류
 

? 
아
 
n 

4) 만년제는 수원부 구읍치시대에 ‘방축수’라 불리던 제언을 신도시 건설 이후인 정조 

하나였다. 이 제언의 축조는 만석거 · 축만제와 더불어 정조 말년 

추진한 황정(앞政) 타개의 의지와 수리정책， 그리고 신도시 수원지방의 농업생산력을 

화성부민의 번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현륭원 경영을 비롯한 신도시 

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를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석거 · 만년제 · 축만제， 순조대의 남제 등 수원지방의 4대제언 축조는 

진흥과 수리기술사적 범주 속에서만 그 의미가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인근 농경지에 관개농엽용수를 공급하는 본래적 의미 이외에도， 수원을 ‘물의 

것에 걸맞을 만큼 화성 성곽의 부속시설로서 이루어진 방화수류정의 

남지와 북지， 상 · 하 동지 등의 몇몇 연못과 더불어 수원의 도시적 

조성하는 기능을 다하게 한 점은 크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것은 

것으로서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를 건설한다는 고도의 

안목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다. 즉， 오늘날까지 흔히 ‘수원 8경’으로 불리는 

용지대월(龍池待月) . 남제장류(南뚫長柳) . 북지상련(北池相運， 만석거) . 서호낙 

조(西빼落照， 축만제) 등은 ‘물의 도시’ ‘제언의 도시’ 수원의 자연경관을 잘 표현하고 있 

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대대적으로 수축， 당시로서는 최신의 

농업진흥을 표징할 만한 대표적인 

22년 2월 13일에서 4월 15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공법(工法)으로 축조한 18세기 말 신도시 수원지방의 

수리시설의 정조가 

만 

아 

정조가 

흑운모편암， 흑운모대상편마암， 규장편마암， 반상변정편마암， 화강암질편마암으로 분 

이들중 화강암질편마암을 제외한 제변성암류는 퇴적암으로부터 유래된 것 

광역변성작용과 규장화작용을 받아 정편마암의 양상을 보이며， 화강암질편마 

변성관입암으로서 상기한 변성암류를 관입한 후에 변성을 받았다. 화성관입 

관입시기가 불분명한 각섬암과 이보다 후기의 심성암 관업체인 시대미상의 

복운모화강암과 쥬라기의 흑운모화강암 등으로 구성된다. 

정조대의 

조선후기의 농업 

제언들이 

도시’라고 

용연，상· 

풍광을 

증대시켜 

불리는 

하의 두 

름답게 

품격높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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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의도했던 

시계획의 

가운데 



5) 만년제의 분포 범위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화 

성군 태안읍 안령리 일대에서 총 14개공에 대한 측량 및 시추를 실시하였다. 시추 

공 규격은 NX이며， 시추각도는 90。， 총 시추심도는 72m 이다. 시추시험 결과， 태 

안읍 안령리 일대의 지질구성은 표토 (복개토와 경작토) , 미고결 퇴적층， 기반암 (편 

마암)의 3개 지층으로 대분된다. 

6) 퇴적학적 연구 결과， 연구지역 미고결 퇴적물은 점토， 모래， 모래/점토호층， 자 

갈의 4개 퇴적상으로 분류되며 이들의 퇴적환경은 저수지 또는 호수 주변의 소계 

곡을 따라서 발달하는 하천들을 통해서 유입된 퇴적물이 호수 내지는 저수지와 같 

정지된 수괴와 만나면서 퇴적된 하성내지 호성퇴적물로서 호수 연변을 따라서 

는 사질 내지는 역질의 조립질 퇴적물이， 호수 중심부에서는 두꺼운 점토질 퇴적물 

과 모래/점토호층이 우세한 퇴적상 조합을 형성한다. 

。

'-

7) 조사지역의 천부지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두 개의 측선에서 전기탐사를 실시하 

심도는 5-6 m , 기반암기원 풍화토의 평균심도 였다 탐사 결과， 미고결 퇴적물의 

는 11-12 m 이며， 기반암은 10-15 m 깊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줄 

연구 결과， 연구지역 미고결 퇴적물에서 목본화분 14종류， 초본화 

분 14종류， 포자 4종류 및 담수조류 9종류가 산출되었으며， 산출된 주요 화분의 

8) 고생물학적 

현율을 기준으로 2개 화분대 (pollen zone)가 설정되었다. 시추공들의 하위 층준에 

해당하는 화분대 I은 호수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인 하호성 (fluvio-lacustrine) 

환경을 지시하며， 시추공들의 상위층준에 해당하는 화분대 II는 

한 산출로 볼 때 호수 혹은 저수지 환경을 지시한다. 

담수조류들의 다양 

9) 만년제의 실시된 147~ 범위는 금번 

조합， 화분·포자의 

만년제 분포지의 

분포 시추위치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지 

역이며， 퇴적상 

시추공의 위치를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산출 및 분포 

최외곽으로 하여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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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에 근거할 때 5, 7, 9, 11번 

분포 범위를 설정하는 만년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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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7- 2> Generalized lithologic columnar section with sample position of 

Cores in the research area. 

<그림 7 - 3> Correlation diagram of pollen zones established by severa1 authors 

since 6,000 years B.P.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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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7-4> Paleoenvironmental reconstruction of the Hwasung area based on 

spores and pollen. Numerical numbers are Core ’ s locations. 

<그림 8-1> 만년제의 분포 범위 (숫자는 시추코아 위치를 지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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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2- 1> 조사지역내의 지질계통표. 

..!z. --. 차> 

<표 3-1> 18세기 말 -19세기 초 전국의 주요 수리시설. 

<표 3-2> 18세기 말 -19세기 초 수원지방의 주요 제언 축조연대와 규모. 

<표 4-1> 시추공별 시추위치 및 시추심도 내역. 

<표 5- 1> 화성군 태안읍 안령리 일대의 미고결 퇴적층의 두께. 

<표 7-1> Schematic diagram of Pollen Zone represented by dorninant taxa and 

vegetation type in Hwasu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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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서 장 1 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령리 일원에는 사적 206호인 두 개의 롱， 건릉과 융롱 

이 있으며， 과거 조선시대 후기에 이들 릉의 남측계곡을 따라 만년제라는 저수지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현재는 만년제 저수지가 분포했던 지역의 일부가 매립 

토로 덮힌 상태로 사유토지화 하여 전답 또는 잡종지로 축사， 창고， 대지 등 여러 

소유자의 생활터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인접한 공장의 폐수， 인근 축사의 

분뇨， 주거지의 생활오수가 모이는 시궁창으로 남아 있다. 화성군청에서는 1991년 

3월 이후 만년제에 대한 문화재 지정 민원제기 이후 6차에 걸친 도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가 · 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만년제의 

역사성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시행 한 후， 문화재 지정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화성군청에서는 1997년 한국자원연구소에 

축조 범위를 학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조사용역을 의뢰함에 따라 본 연구사 

규모， 

대한 

조
 

-
죽
 

목적 "l!l 
^ 1.1. 사-엽의 배경 

만년 가·부를 

제 

일대의 만년제 분포지에 

등의 체계적인 지질학적 

만년제 

안령리 

규명 

업이 진행되게 되었다. 

목적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대한 지질조사， 시추조사 및 시추코아 분석， 퇴적환경 

조사와 만년제의 축조와 관련된 역사성 연구를 통하여 

연구사업의 효￡ 
'-

복원을 위한 축조범 

분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도기념물 제 161호인 만년제의 발굴 및 복원을 위 

한 의사결정에 대한 과학적인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 

규정하였으며， 연구결과가 

근거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방법 

연구사업은 사업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판단의 

본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사，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술용역으로 추진성격을 

동"l-~;셔 ..., ~코 ..., 

1.2. 조사내용 및 

금번 

-안령리 일대를 중심으로한 만년제 관련 각종 역사문헌 및 자료조사. 

-태안읍 안령리 일대의 기본지질도 작성. 

-만년제 축조범위 확인을 위한 시추 및 시추코아 분석-

-만년제 주변지역의 지형발달 및 퇴적환경 종합.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기본지질도， 만년제 분포도 작성. 

→만년제 주변의 지질종합 및 발굴입지 평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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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지형 및 지질 

2.1 위치 및 교통 

조사 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령리 일원이며， 지리 

좌표상으로는 북위 370 11 ’ 49" - 370 12' 11", 동경 1260 59 ’ 41"- 1270 01' 17" 

의 범위이다 (그림 2-1). 이 가운데 시추조사 범위를 포함하는 상세조사 대상지의 

면적은 약 1.54 km2이다. 조사지역은 1번 국도상인 경기도 태안읍 병점리에서 서 

쪽으로 연결되는 343번 지방도를 따라 약 3.5 km 가면 안령리 중섬지에 도달하게 

된다. 조사지역에 이르는 철도는 경부선 철도가 있으며， 경부선상의 병점역에서 내 

리면 바로 343번 지방도를 만나는 데， 여기서 버스나 택시를 이용， 약 3.5 km 가면 

안령리에 도달할 수 있다. 

2.2 지 형 

지표는 각종 형태의 기복 즉 지형 (landform)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다. 지표 

상의 기복에 변화를 가져오고 지형을 형성해가는 과정은 유수， 빙하， 바람 등에 의 

해서 침식， 운반， 퇴적되는 외인적 요소와 지각변동， 화산작용과 같은 지구내부의 

에너지에 의한 내인적 요소가 결합되어 복합적인 지형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금번 연구를 위하여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령리 일원의 정밀조사 대상지역을 포 

함하여， 경기도 수원시 남측 일부， 화성군 봉담면， 정남면， 태안읍 일부 및 오산시 

북측 일부에 대한 광역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한반도 중앙부에 북동방향 

으로 발달하는 광주산맥의 서남단에 위치하며 낮은 구릉들과 비교적 넓은 충적평 

야로 이루어진， Davis (1899) 의 지형윤회상 노년기에 해당하는 지형특성을 보인다. 

산계 : 조사지역의 산계는 대체로 동부-고지， 서부 저지의 양상을 띠며， 수준면은 

최하 15 m에서 최고 210 m의 기복차를 나타낸다. 산계를 형성하는 주롱은 주로 

남북방향으로， 지릉은 북동방향으로 발달하는데， 이러한 지형상의 특성은 본 역의 

지질 및 지질구조의 발달상태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지형의 기복은 암석의 

풍화 저항도에 따라， 지형의 방향은 조사지역내 지질구조의 방향성에 따라 좌우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2, 2-3). 

수계 : 개별 하천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하계망의 공간구조， 즉， 하계망의 패턴 

(drainage pattern)은 지 표의 경 사， 구성 암석 의 종류， 지 질 구조， 지 반운동 등의 여 러 

가지 지질적인 요인을 예민하게 반영한다. 따라서 하계망의 패턴에 대한 분석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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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 연구지역의 위치도. 



어떤 지역의 지형발달과 지질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수계는 조사지역 중앙부에 북북동-남남서 단층 발달하는 방향으로 조사지역의 

격 자상 수 계 (rectangular drainage pattern) 지배되면서 주로 의해서 (원천단층)에 

(dendritic 수계 수지상 지역은 지
 

닙
 τ
 원

 
위치하는 수원시가 형성하는데， E프 -E크 

수계는 단층선의 방향 조사지역내의 대표적인 drainage pattern)를 보이 기 도 한다. 

합류해서 서해 하류에서 황구지천에 이는 원천천이며 남남서행하는 과 일치하면서 

분기됐다 다시 합류되는 

= T 형성시켜 넓은 충적평야를 

세류로 

클 뿐만 아니라 비교적 

놓았다 (그림 2-2, 2-3). 

흔히 사행천이며 대부분이 

보이며， 하천의 폭이 

좋은 농경지를 이루어 

。1 흔드.Q.. ’ i크 '-유입된다. 

변화를 

변에 

로 

질 2.3 지 

연천계에 대비되는 변성암류와 이를 관입한 

대별할 수 있으며， 이들 중에서 

이들 변성암류는 하 

2.3.1 지질개요 

조사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화강편마암， 그리고 이보다 후기인 화성관입암류로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체가 거의 전역을 차지한다 (그림 2-4). 

흑운모편암，흑운모대상편마암，규장편마암，반상변정편마암，화강암질편마 

암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습곡작용에 의하여 반복되어 분포하기도 한다 (박노영， 김 

정환， 1972; 오인섭， 윤윤영， 1972). 이들중 화강암질편마암을 제외한 제변성암류는 

퇴적암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광역변성작용과 규장화작용을 받아 정편마암의 양상 

부로부터 

것으로 판단되며， 화강암질편마암은 변성관입암으로서 상기한 변성암류 

변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관입시기는 분명치 않다. 

변성암체의 지질구조는 여러단계에 걸쳐 

된 을 갖게 

를 관입한 후에 

단층 qJ 
^ 

/- τ7 

도:r-=구 선캠브리아기 조사지역 

노두발달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습곡， 엽리， 편리， 

관찰하면 시기를 달리한 여러 단계 

선캠브리아기 변성암체는 마그 

있다 

벽개 및 선구조와 같은 소구조를 자세히 

구조운동을 받은 것이 관찰된다. 또한 조사지역 

교란되어 작용에 의해 심히 

암석의 

의 

변화가 일 

끝난 후까지도 계 

0 "1- 。
l:Õ' τ 성분상으로도 인하여 

동력변성작용 도중이나 변성작용이 

더욱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어 이들 

。Lλ}
D -, 첨가 또는 교대작용으로 

어났으며， 이러한 화성활동이 

지칠구조를 

물질의 마기원 

층서파 

악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오인섭， 윤윤영， 1972). 

조사지역의 화성관입암류는 관입시기가 불분명한 각섬암과 이보다 후기의 

변성암체의 역의 ’• { 

'-속되어 

심성 

등이 분포한다. 

도처에서 관 

흑운모화강암 

염기성화성관입암으로 조사지역내 

-h 

니
 

쥬라기의 복운모화강암과 

u l1 λL 아즈λl 다 느二 효L사 。]
--'0 , p 0 l.....!. O-1 

시대미상의 관입체인 

각섬암은 

。L
n 



<그림 2- 2> 안령리 일대의 항공사진 (1966년 촬영， 국립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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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안령리 일대의 항공사진 0995년 촬영， 국립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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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된다. 

본 조사지역내에 분포하는 각 암층의 상호관계를 총괄하면 아래의 지질계통표 

와 같다 (표 2-1). 

표 2- 1. 조사지역내의 지질계통표 

제 4 기 츠
 
。

처
 「

츠
 
。

--- --- --- --- --- 부 정 합 --- --- --- --- ---

쥬라기 흑운모화강암 

- -------- 관 입 ---------

복운모화강암 시대미상 

시대미상 

? 관계미상 ? 

각 섬 암 

선캠브리아기 

• 관 입 

화강암질편마암 

반상변정편마암 

규장편마암 

흑운모대상편마암 

흑운모편암 

2.3.2 지질각론 

1) 흑운모편 암 CBiotite Schist) 

본 암층은 조사지역 남서부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그림 2-4). 본 암층은 세럽 

질로서 흑운모와 소량의 석영과 장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남면 태봉산 일대에서 

는 석영 백운모 편암층이 소규모로 협재되며， 석영과 장석의 함유량이 증가함으로 

서 흑운모 대상편마암， 혹은 흑운모화강암질편마암의 암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L
n 

상은 흑운모가 밀집되어 흑운모대상편마암과 유사한 성분과 구조를 보여주며 잘 발 

달된 엽리를 보인다. 암층내에서 밀집된 흑운모는 흔히 유동구조를 보이며 대부분 

이 녹니석화 되어있다. 

2) 흑운모대상편마암 CBiotite Banded Gneiss) 

본 암층은 조사지역내 수원시 남부와 태안읍， 오산시， 봉당변 및 정남변 일부에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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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4> 연구지역의 광역지질도. 



의 복운모화강암에 부근에서는 고금산 남측 보이며，수원시 

있다 (그림 2- 4) , 

업
 
다
 

걸쳐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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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로 분포한다 (그림 2-4) , 본 암은 고기 

심하게 받은 부분으로 흑운모대상편마암과 점이적인 

주로 석영， 장석， 흑운모， 백운모 등으로 구성되며， 회색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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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상변 정 편 마암 (Porphyroblastic Gne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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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강암질편마암 (Granitic Gneiss) 

국부적인 소규모의 양산리 양산봉 부근에서 오산읍 남측의 암층은 조사지역 료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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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암은 흑운모대상편마암과 규장편마암을 관입 암주상 분포를 보인다 (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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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규모로 분포한다 (그림 2- 4). 

6) 각섬 암 (Homblend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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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편리는 편마암의 편리구조와 같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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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18세기 말 수원지방의 水利施設과 萬年提

- 만년제의 역사적 의의 -

3.1 머리말 

경기지역은 한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있으며 지형상 대체로 동고서저 

(東高西底)의 형세를 이루고 있다. 또 경기지역의 남부를 이루는 수원을 비롯한 안 

성 · 평택지방을 관통하는 하천으로는 황구지천(黃口池川) . 오산천(烏山川) . 안성천(安 

城川) . 진위천(振威} 11 ) 등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넓은 평야가 분포되어 있는 그 하천 주 

변은 충적지가 발달하여 일찍부터 농경지(특히 水田)로 이용되어 왔다. 

오늘날의 수원시 · 오산시 · 화성군을 포괄하는 수원지방에는 풍화물 침식지를 개석 

하면서 흐르는 작은 하천 연안을 따라 도처에 충적지가 넓게 발달되어 있다. 안성천 

본류와 그 지류하천인 진위천 · 오산천 · 황구지천 유역 등 비옥한 충적물로 덮혀 있는 

충적지들은 거의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어 수전 농업지대를 이루고 있다. 한강 하류의 

작은 지류 하천 연안에 발달한 범람원의 자연제방은 지면의 고도가 배후습지보다 높은 

데다가 배수가 잘 되는 모래 등의 퇴적물로 이루어져 처음에는 밭(멸田)으로 이용되다 

가， 조선후기 이래 수리시설이 정비되면서 논으로 개간되는 곳이 점차 많게 되었다1) 

특히 본고에서 취급될 만년제(萬年뿔) 남쪽 약 1 km 지점에 위치한 황구지천은 총연장 

32 km, 오늘날의 수원시 북방의 상광교동으로부터 화성군 태안읍 · 정남면을 경유하여 

평택시 서탄면과 화성군 양감면을 사이에 두고 서탄면 회화리에서 오산천과 합류， 진위 

천이 되어 오성면 창내리에서 안성천과 합류 서해로 흘러 들어간다.2) 

이러한 지형적 특성과 더불어 고온습윤한 여름의 기후조건은 오늘날 전체면적의 6 

분의 l과 경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답작(짧作)을 가능케 하였다 3) 한편 자 

연제방 뒷쪽에 펼쳐지는 저습한 충적평야는 16세기 이래 보(狀 川防)의 개발과 저수시 

설인 제언(提樞)의 축조 등을 통해서 수전 농경지를 확대시킬 수 있었다. 특히 17세기 

후반부터 중부지방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이앙법(移秋法) 위주의 벼농사에는 적절한 

관개용수의 공급이 필수요건이 되었으므로 관련된 수리시설의 축조가 무엇보다 시급하 

고도 중요하였다. 조선시대까지 가장 많이 이용된 수리시설은， 규모가 큰 저수지인 제 

언과 대하천보다는 계류를 막아서 만든 천방(川防) . 보(狀) 또는 소규모 저수지나 정천 

(井果) 등이었으며， 간척지나 충적평야에는 빗물을 모아 가두는 소류지(小쁨池)의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신전(新田)의 개간 이외에 

한전을 갈아엎고 수전으로 만드는 번답(反짧)이 크게 유행되는 추세에 조응(照應)이라 

1) 양보경 r경기지역 향토문화의 이해 J ， r경기지역의 향토문화」 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p.35-38 참조. 
2) 박종관 r경기지역의 하천유역과 인간활동J , 앞의 책， p.84 
3) 앞의 책，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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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듯이 특히 이 시기에 제언과 보의 개발은 최고조에 달할 정도로 성하였다. 

조선후기 농업생산력의 발달에 있어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영농방법의 개선에 

으며， 그중 가장 큰 의의를 갖는 것은 논농사에 있어서 이앙법의 출현과 그에 

전 2모작의 보급이었다. 이앙법은 이미 조선전기에도 경상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었으나， 그것이 전국적으로 보급된 것은 대체로 18세기 중엽 이후의 일이었다，4) 

이앙법은 모(험)를 옮겨심는 시기부터 뿌리가 착근(看根)하기까지 논의 물저장이 필수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적기에 관개용수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파법(直播法)이 대종을 이루던 조선전기부터 수차(水車)의 보급과 제언의 

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에 지방의 

지주층의 주도로 천방(川防， 狀)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5) 그러나 천방 · 보와 

같은 수리시설의 확충은 날로 확산되는 이앙법의 보급을 충족시킬 수 없었으며， 계속되 

가뭄은 보다 큰 규모의 수리시설인 제언의 수축과 보수를 정책적으로 요청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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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정조 2년 (1778) 1월에 반포된 r제언이정절목(提樞證政節目 )J 은 이러한 농 

업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제 정부 차원의 수리정책은 기존의 소규모 하천의 계류를 

막아 이용하던 천방 · 보 중심에서 보다 규모가 큰 수리시설인 제언 중심으로 

환한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당시 농업진흥을 위한 수리정책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던 

정조 7년(1783) 1월 윤음(績音)을 통하여 「제방을 쌓아 저수를 해두면 가뭄에 큰 효과 

놓으면 장마에도 피해를 막을 

축조와 구제언의 

전 일대 

이르렀다. 

를 거둘 수 있고， 준천(灌) 11 )으로 소로(小路)를 소통시켜 

수 있다J 6)고 했고， 이듬해 1월의 윤음에서도 제언의 수축을 크게 강 

조하였다. 

극심하던 정조 21년 • 확충의지는 가뭄이 제언을 중심으로 한 수리시설의 정조의 

특히 정조 13년(1789) 7월 현륭원(顯隆園) 22년 동 말년에까지 지속적으로 표명되었다. 

팔달산 신융치인 용복면(龍代面)에서 구읍치인 읍치를 수원부의 앞두고 이장(移賽)을 

축조를 마무리지은 

대(對)화성 농업진홍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조 말엽의 만석거(萬石‘훌， 1795) . 만년 

제(萬年提， 1798) , 축만제(祝滿提， 1799) 등 대규모 제언 축조과정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리시설은 산간의 제언 또는 제(提) , 들판의 보(狀) , 해변의 바 

닷물을 막아 간척지를 개간한 언〔짧) 또는 언전(펄田) 그리고 정천(井果) . 수차 · 연동 

(連倚)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바닷가 지역에 편중되어 

이후시기까지 건설과 화성(華城)의 기숨으로 옮겨 대대적인 신도시 

있는 언 또는 언 

본고에서 있는 수리시설물이다. 설치되어 널리 전국적으로 전과는 달리 제언과 보는 

r증보판조선후기 농업사연구J II , ,1) 김용섭 r조선후기의 수도작 기술-이앙법의 보급에 대하여 J , 

일조각， 1990, p .l9, 

5) 이태진 r조선시 대 水牛 · 水車 보급시도의 농업사적 의의 J , 

총J , 1981 참조. 
r 日 省錄J 7책， 정조 7년 1월 1 일 

r천관우선생 환력기념 한국사학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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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만년제’와 같은 제언은 크게 산곡형(山삼形)과 평지형(平地形)으로 구분된다. 

한 일본인 연구자에 의하면 7) 대체로 영남지역에서는 산곡형 제언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호남지역에서는 평지형이 그 대체의 추세였다는 것이다. 산콕형 제언은 

둑을 쌓아 산간의 계류를 저수해 두는 형태인데 대하여 이와는 달리 평지형 제언은 들 

판의 지대가 낮은 곳에 둑을 쌓아 빗물이나 용천수(湮果水)를 저수해두는 형태를 가진 

것이 특정이다. 그러나 조선후기 우리나라 제언의 일반적인 형태는 보통 산기숨 가까 

이에 둑을 쌓아 저수해 두는 산콕형이 지배적이었던 듯하다.8) 한편 보는 보 이외에도 

천방 · 방천(防川) . 방축(防藥) . 방보(防狀) . 구거(構꿇) 등으로 불리는 수리시설이었다. 

이 관개시설은 흔히 작은 시내의 하천수를 막아 그 물을 끌어내어 도랑을 통해 농지에 

관개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리시설들 가운데 항상적으로 많은 농경지에 관개시키는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제언의 존재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18세기 말에 건설한 

신도시 화성의 발전은 농업진흥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조는 화성을 탕목읍 

(場休둠)이요 또 왕기(王離)에서 표준이 되는 곳J 9)으로 만들고， 가뭄에 시달리는 읍민 

들의 생활보장은 물론 이 고장의 농업생산력 발전을 아울러 기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 

대규모의 제언 축조를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3.2 正祖의 農業振興策과 萬年提

17세기 이후 삼남에서 비롯된 이앙법이 수원을 비롯한 중부지역 이북까지 보급됨 

에 따라 제언 · 보 등 관개수리시설의 확충문제가 현안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18 

세기 시기를 경유하는 동안 지대가 낮은 한전(문田)을 일구어 수전(水田)으로 만든 반 

답(反짧)이 전체 논 경작면적의 10분의 3분을 차지할 정도로 수전농업이 전국적으로 확 

대하는 추세에 있었고 10) 바닷가나 호소(빼샘)에 제방을 쌓고 그 안의 물을 빼어 경작 

지로 만든 간척지나 언전(뿔田)의 개발도 활발하였다. 

이앙법의 보급과 반답의 확대 등은 수리시설의 필요성을 더 한층 제고했으며， 정조 

2년(1778) 1월에 반포된 「제언이정절목」 은 그동안 궁가(宮家) . 아문(衝門) . 토호(土 

豪) . 간민(好民) 등이 불법적으로 자행해 오던 제언 내의 모경(冒觀)을 금지하고， 제언 

수축의 성과를 지방관의 전최(願最)로 삼겠다고 할 만큼 수리진홍의 강력한 의지를 표 

명하기에 이르렀다. 이 「제언이정절목」 은 당시 수리시설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던 구(舊)제언의 수축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정조의 이러한 수리진홍정책의 

의지는 정조 8년(1784) 1월 세수권농윤음(歲首歡農輪音)을 통하여 「제언을 수축하고 저 

7) 宮願博史 í이조후기의 농업수리 J ， r동양사연구J 41권 4호， pp.43-45. 
8) r일성록J 27책， 정조 22년 12월 16일， 洪州뼈學 申在亨 農流
9) r正祖實錄J 22년 6월 T西.

lO1 徐有쫓 r홈浦志」 권 1 ， 田制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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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두는 것은 농사일 중에서 가장 앞서야 할 일이다J ll)라고 강조함으로써 오랫동안 

보수하지 않아 폐기의 위기에 처해 있거나 제언 내의 모경현상을 금지함은 물론 가 

뭄 ·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케 하려는 원려(遠慮)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특히 정조 15년 . 16년 .18년， 그리고 정조 21년 .22년은 극심한 한재가 연이어 발 

생， 삼남지방은 재결U~結)이 증가되고 농업생산력도 한때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앙법이 삼남은 물론 중부 이북지역까지 일반화된 당시 수전농업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앙 전후의 가뭄이 들면 묘의 이재(移我)가 불가능하여 실농(失農)할 수밖에 없는 것 

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러한 자연조건과 농업현실 속에서 정조는 일련의 수리진흥책 

을 천명하면서， 보다 선진적인 치수책(治水策)과 실효성있는 수리사업이 농업진흥을 위 

한 필수요건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정조 18년(1794) 여름 삼남지방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한재가 극심하자 정조는 영 

중추부사 채 제 공(蔡濟悲) . 좌의 정 김 이 소(金屬素) . 우의 정 이 병 모(李秉模)의 반대 에 도 

불구하고 한창 진행 중이던 화성성역을 특명을 내려 정지시켰다 12) 이는 극심한 가뭄 

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민생 문제를 우선시하여 성역 중단이 황정(뽑政)에 펼요한 조 

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해 11월 1일 위기적인 농업현실에 직면하여 화 

성성역을 중지시키는 일에 대한 윤음을 내렸다. 그 윤음의 내용인즉 「성은 올해도 쌓 

을 수 있고 내년에도 쌓게 할 수 있으며， 10년까지도 끌 수 있지만 백성들은 하루 굶기 

고 이틀 굶기어 한 달까지 참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J 13)라고 하면서 「황정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쏟는 것」 이 시급한 일임을 천명한 것이었다. 

정조는 수원지방의 경우에도 가뭄 극복을 위한 황정의 하나로 성역 중단기간을 활 

용하여 대규모의 수리시설 축조를 서둘러 시행하였다. 즉， 정조 19년 1월 -5월에 걸쳐 

북문 밖 5리 지점 일용면 기하동 입구에 광교산 기늙에서 흘러내리는 진목천(員木川) 

물줄기 등을 저수하여 인근의 논에 농업관개용수로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축조된 제언 

만석거가 바로 그것이다. 이 만석거 축조에는 총 5，960냥의 경비가 투입되었으며， 고군 

(塵軍)의 경우에도 일급제가 아닌 성과급제에 의한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제언 

시설로는 선진적 수리기술을 활용하여 제방을 쌓고 관개수로 입구에는 수문 · 수갑(水 

間) 등의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특히 수갑은 가로로 14층의 격판(隔板)을 쌓아 합친 높 

이가 5R 5':1一이나 되는 수문으로서 보통때는 널판을 빗장치듯해서 저수하고 관개시에 

는 널판을 걷어 물을 내보낼 수 있도록 장치된 시설물이었다. 이는 일찍이 중국의 강 

남지역에서 널리 보급되었던，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선진적인 형태의 수리시 

설물이라는 점 14)에서 조선후기 수리기술사상 그 의미가 큰 것이었다. 

만석거는 건설 당시의 규모를 보면， 상심(上深)은 7척， 하심(下深)은 11 척， 둑의 밑 

11) r 日 省錄J 8책， 정조 8년 1월 1일 

12) r정조실록J , 18년 10월 쫓엽. 
13) 앞의 책， 18년 11월 ζ西， 論華城城投꿇工諸많輪音 

14) 문중양 r조선후기 의 ‘水利學’J , 서 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5, P. 125. 

-16 -



면 두께가 52척， 둑의 윗면 너비가 17척이나 되었으며， 100섬지기의 몽리면적을 가진 

규모가 큰 제언이었다 15) 이 대규모의 수리시설로 인하여 황전폐답(뽑田廢짧)이나 다 

름없을 만큼 척박하기 짝이 없던 북문 밖 일용면 일대의 논에 관개가 가능하게 되었으 

며，l6) 정조 21년과 22년의 대한재 때 삼남지방의 대부분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수원지 

방만은 만석거의 수리에 힘입어 가뭄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다 17) 이 만석거의 관개 

수리시설이 뒷받침되어 성역기간 중 북문 밖 북쪽지역의 논과 뺑숙 등 잡초만이 무성 

했던 황무지를 사들여 비옥한 수전경작지로 만드는 대규모의 개간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새로 개간된 수전지대가 다름아닌 대유평(大有야)이며 이곳에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둔전경영을 시행케 했으니 이것이 바로 대유둔(大有면 北면)이다. 이 대유둔에는 도 

로를 r5마리의 말과 2대의 수레가 지나갈 수 있을 널찍하게 만드는」 한편 그 땅을 

「종횡으로 구획을 정리한 다음 깊이 갈고 김매어 다스림으로써 척박한 땅을 비옥한 

농토로」 만들려는18) 정조의 농업진흥을 위한 간전(整田) 의지가 담긴 것이었다. 이 

대유둔 개간사업은 만석거의 축조가 끝나던 시기부터 역사를 시작하여 여러 달에 걸친 

공사 끝에 정조 19년 11월에 완공되었다. 그 경비는 총예산 2만냥 가운데 1만 2，660여 

냥은 민전(民田)인 논의 매입과 황무지를 개간하여 작답(作짧)하는 소요경비로 지출되 

었는데， 그 결과 총 109석 14두락의 둔전답을 마련할 수 있었다. 둔전 개간이 이루어 

진 첫해인 그해 가을에 총 776석을 수확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중 둔전의 관 

리인인 둔도감(띤都藍) 1원(양반) . 둔감관(면藍官) 2원， 둔전색리 2인， 사음(舍音)(根훌 

JJ 1 명， 사령(使令) 2명， 권농(動農) 1명 등의 요조(料條)와 다음해 종자분 170석을 제 

외하고도 나머지 596석 1두 5승의 곡식을 입고시킬 수 있었다 19) 

대유둔의 농업경영은 토지 소유권자인 화성부가 병작지주가 되고， 교리(校更) . 관 

예(官錄)와 성내의 민인(民人)을 작인(作人)으로 수확의 절반을 획득하는 지주제방식으 

로 운영되었으며， 이때 지주인 화성부는 병작인에게 종자와 농우를 대여해 주었다 2이 

또한 「대유둔 설치절목」 에 의하면 수취한 절반은 화성성곽의 보수를 전담하는 수성 

고(修城庫)에 붙여 수성곡(修城뤘)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좋든 신도시 화성에 

서 모범적인 사례로 설치 운영된 대유둔의 둔전 경영은 장용외영(밤勇外營)의 장교 · 서 

리 · 군졸과 관예(官錄) , 부의 농민들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 

둔전은 당시로서는 선진적 농법으로 운영되었으며， 신도시 화성의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서， 또 부민의 자생지방(資生之方)으로서 크게 활용되었다. 

15) 그러나 이보다 36년 뒤의 기록인 r華城志J (순조31 ， 1831) 제언 조에 의하면， 만석거의 몽리면적 

은 66섬지기로 나타나 그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 규모를 길이 875척， 넓이 850척， 높이 5척 5 

촌， 두께 10척 5촌， 깊이 8척 7촌， 수문 수 2개로 기록하고 있다 

16) r弘爾全콤』 권 170 ， 日得錄， 政史， 徐龍빼 찌午錄 

17) r일성록J 25책， 21년 6월 21일 및 27책， 23년 3월 28일 . 

18) r정조실록J 18년 11월 을유 

19) r화성성역의궤j 附編二， 大有Tt1設置節님. 

20)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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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운영을 성공시킨데 힘입어 3 

년 뒤인 정조 22년(1798) 현륭원 동구 능행로 왼편에 총둘레 583보나 되는 큰 규모의 

수리시설인 만년제를 축조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본래 처읍 이름이 방죽수(防햇觀)라 

는 이름을 가진 제언이었는데， 정조 19년 윤2월 초1일 현륭원 원행 때 ‘만년제’라 개명 

하고 標石을 길가에 세우도록 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으며，2l) 정조 21년 원행 때 

정조는 손수 ‘和左授萬年提觀據調’이란 시제(詩超)로 작시(作홉)한 바 있었다 22) 정조 어 

만석거와 대유둔전의 정조는 신도시 화성에서 

제(쩌]製)의 이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萬年提上路 選 日就蠻聲 吉慶-輪金票 豊露對玉抗

뼈l굶L來午購 周旅聽新t民 朋酒po春解 爭M정舞抽물 

현륭원의 동남쪽 전경(前景)을 이루는 만년제의 축조공사는 정조 22년 2월 13일에 시작 

하여 2개월 후인 4월 15일에 완공을 보았으며 이 제언의 축조로 현륭원의 경관은 물론 

그 앞뜰에서부터 황구지천 일대에 산재한 논에 이르기까지 관개 농엽용수로서 크게 활 

용될 수 있었다. 

만년제의 시설로는 동서남북 사방에 걸쳐 동(꽤)을 만들고 제(앓)를 쌓은 다음 2개 

의 수문을 설치했으며， 둑 위에는 떼를 입히고 버드나무를 식수하였다 또한 앞의 만 

석거에서 그랬던 것처럼 제언 주위에 연을 심어 아취있는 지당(池뺑)으로서 완상(玩賞) 

의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배려하였다. 2개윌에 걸친 만년제의 축조공사에는 모군 1만 

6，056명， 화성부의 면(面)모군 1 ，106명， 광주모군 809명， 경(京)모군 585명， 현륭원 원군 

315명， 승군 89명 등 총 l만 8，960명의 군정(軍T)이 동원되었고， 내하전( I지 f 錢) 6,000 

냥이 소요될 만큼 그 규모가 자못 장대하였다，23) 

정조의 사후(死後) 순조 31년(1831)에 편찬된 『화성지(華城志).1 에 의하면， 이 제 

언은 총툴레 583보， 길이 460척， 넓이 370척， 높이 7척， 두께 34척， 깊이 5척， 몽리면적 

62섬지기의 규모였다，24) 또한 만년제의 관리인으로는 감관(藍官) 1 인(顯、|隆댐所에서 차 

출) , 감고(藍考) 1명을 두고 관리케 하였다.또) 그러나 『화성지』 보다 68년 뒤인 광무 

3년(1899)에 편찬된 『수원군읍지』 에 의하면， 그 기재된 규모가 『화성지』 의 내용과 

일치하나 다만 수문을 1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18세기 말 당초에 설치했던 2개의 수 

문 중 l곳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낡고 쓸모가 없어져 자연 폐쇄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정조 21년과 22년 연이은 극심한 가뭄으로 삼남지방을 비롯해 

전국이 자연재해를 입는 가운데 。직 신도시 화성만은 이미 성역기간 중에 축조된 만 

21) r원행을묘정리의궤」 권3， 移文， 을묘 윤2월 초1 일 

22) r화성성역의궤」 부편 τ， 때젤 및 〈화성지》 권2， 빠路 

23) r일성록J 26책， 정조 22년 4월 28일 

24) r화성지」 권2， 제언 

25)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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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거(정조 19)의 관개농업용수를 활용해 위기를 무난히 극복할 수 있었으며， 대유평의 

둔전경영도 선진농법을 적용해 크게 성공을 거둔 비- 있었다. 수리의 중요성과 실효에 

이어서 

개명하고， 

의 경비를 상회하는 6，000냥의 

져주느 
O~ ，→-

방축수를 만년제라 

얻은 자신감을 

정조는 신도시 화성에서 

성공리에 끝내고， 이에 힘입어 

현륭원 앞뜰에 해당되는 수전지대에 있던 기존의 제언 

대대적인 수축공사를 단행 앞서 성공한 만석거 축조 때 

공사비를 들여 대규모의 제언 축조를 완성했던 것이다. 

만석거 · 만년제 등 대규모의 수리시설과 수전개간사업을 

“농가에 이(利)는 수리만한 것이 없다”고26) 토로할 정도 

로 이앙법이 중부 이북지역까지 확대되고 

농엽발전의 전제조건으로 크게 강조하기에 

번답이 증가되는 추세에 비추어 수리문제를 

농업진흥의 방안을 보다 이르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고， 당시 농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조 22년 11월 

30일 ‘권농정구농서윤음(빼뿔政求앓뽑編音)’을 반포하였다. 이 윤음은 구언교(求言敎)와 

함께 정조 재세시에 일반화된 관례이가도 하였거니와， 특히 이때의 윤음에서 「농무(農 

務)의 요점 은 오직 홍수공(興水아) . 상토의 (相土宜) . 이 농기 (利農器) 등 세 가지 에 있다. 

그중에서도 흥수공이 가장 중요하다J 27)라고 관개수리를 일으키는 일， 곧 홍수공을 첫 

째의 요목으로 거론한 것은 매우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것은 정조 말년에 당면했던 

자연재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진흥 방안으로 관개수리 문제가 현안의 과제로 떠 

오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이앙법의 보급과 한전의 수전화(反짧)가 

일반화되던 18세기 말 수원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농업현실， 그리고 신도시 화성의 농업 

생산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로서 제언축조와 둔전경영이 성공한 사실에 비추어 효￡ 
a 

때 매우 시의 적절한 대(對)화성 농업진흥정책의 한 표현이었다. 

이어서 정조는 22년 11월 30일 전국의 유생 · 지방관 · 관료 등을 대상으로 ‘권농정 

구농서윤음’을 반포하고， 이들의 응지(應읍)를 바탕으로 농법 · 수리기술 등 변화된 새로 

운 농업현실에 걸맞는 표준적인 농서， 곧 ‘농가지대전(뿔家之大典)’을 편찬하겠다는 의 

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때의 응지정소(應릅뭄젊)는 매우 부진했던 듯 이어서 정조 

23년 1월 세수권농교(歲首빼뿔敎)의 반포를 통하여 전국 지방관들의 정소를 의무화하 

고， 그 소진(所陳)한 내용의 우열에 따라 지방관의 직위를 출척(떻Il修)하겠다고 할 만큼 

농업진흥을 위한 보다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 무럽 삼남지방에서는 정 

조 22년부터 23년에 걸쳐 제언 · 보 등의 신축과 보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가운데 

신도시 화성 서쪽 5리 북면 수전지대에 대규모의 축만제가 수축되었다. 이 축만제는 길 

이 1 ，246척， 넓이 720척， 높이 8척， 두께 7척 5촌， 수문수 2, 몽리면적 232섬지기 규모 

의 28) 제언으로서， 기존의 만석거나 만년제와 비교해 볼 때 규모변에서 약 3배에 달할 

만큼 정조대 화성지방에서 이루어진 제언 가운데 가장 큰 것이었다. 이 대규모 수리시 

26) r홍재전서 J 5 책， 권 170 ， 口셈앓 

27) r 일 성록J 22 책， 22년 11 월 30일 
28) r화성 지」 권2 ，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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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축조와 더불어 그 부근에는 앞서 성공을 거둔 대유둔의 둔전 경영을 본받아 축만 

제둔을 설치하였다. 흔히 서둔(西면)이라고도 불린 이 축만제둔은 논 83석 15두 4승락 

(升落)에 도조(體租)로 556석 14두 4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북둔인 대유둔과 함께 수 

성고(修城庫)에 소속되었다. 따라서 화성 보수의 중요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둔제(띤 

脫) 556석 14두 4승을 둔소(면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29) 그리고 서둔 경영을 전 

담하는 관리 로서 도감관(都藍官) 1원， 감관(藍官) 1원， 농감(農籃)괴- 동감(펴藍) 각 2원， 

색리 1 인， 사령 2명， 권농 2명을 두었다. 

한편 수원지방의 관개용 수리시설인 제언 축조는 정조의 사후 순조 연간인 19세기 

초엽에도 계속되었다. 즉 순조 25년 (1825) 수원부 신읍치로부터 남쪽 5리 지점인 오늘 

의 수원시 세류동 남둔(南며)에 축조했던 남제(南提)가 그것이다. 이 남제의 관리인으 

로는 감관 l인(제언 아래 居民 중에서 차출) 감고 1명을 두어 관리케 하였다. 이 남제 

의 규모는 길이 800척， 넓이 800척， 높이 10척， 두께 11척， 깊이 8척이었으며， 수문 2개 

의 시설과 몽리면적이 90섬지기였다. 그리하여 북문 밖의 만석거와 서문 밖의 축만제， 

현륭원 남쪽의 만년제 등 수리시설의 축조는 신도시 화성부와 연접한 일대의 외곽지역 

을 수도작지대(水햄作地帶)로 형성 · 발전시키는데 중심축으로서 크게 기능하였다. 

이러한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활용한 대규모의 수리시설 축조와 함께 최신의 농업 

기술 · 협동농업 등을 활용한 둔전 경영을 통하여 이 고장의 농업생산력， 곧 벼의 생산 

량은 크게 제고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둔전 경영을 통하여 화성성곽의 보수와 장용 

외영의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는 물론 신도시 발전을 위해 펼요한 재정적 · 물적 기반 

을 충실히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정조의 지대한 관심 아래 추진된 이러한 일련의 농 

업진흥정책은 화성부의 읍민 · 장교 · 관속 등 소민(小民)들의 구흘(救血)과 생계를 도모 

하는데 커다란 민생대책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도， 민생차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큰 것이었다. 그 결과 18세기까지 농업지대로서 삼남에 비하여 토질도 척박하고30) 생 

산력변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화성지방은 이후 수리시설을 갖춘 선진 농업도 

시로서， 또한 근대시기에 이르기까지 이 고장은 전국적인 농업진흥의 시범지역으로 그 위 

상이 크게 격상되었다. 

3.3 萬年뿔 修藥의 역사적 의의 

조선후기 정부의 선도로 관개수리시설의 축조와 보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 

16세기 전반 중종대의 제언수가 경상도 800여개， 전라도 900여개， 충청도 500여 개이던 

것이 31) 18세기 말 정조대에 이르면 각기 1,5207R , 9437R , 503개로 늘어났다 32) 다시 19 

29) 앞의 책， 권 1 財用 및 권2 둔전. 
30) r千-錄』 권4 ， r觀水漫錄』 상편， 田麻變通議에 의하변 경기지역의 토질은 兩西보다 아래라 하였고， 

화성의 토질 또한 여주·이천·용인·안성 등 인근지역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31) r매宗實앓J , 18년 1월 康않. 
32) 이광린 r이조수리사연구J , 한국연구원， 1961 ,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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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 시기 초의 자료에는 제언수가 1,6667R , 9127R , 5187tj 로 각각 기록되고 

주요 수리시설의 숫자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 1과 같다 33) 

세기 

전국의 

표 3- l. 18세기 말-19세기 초 전국의 주요 수리시설 

끓현신센 제 언 보 계 

/- 원 17 17 T 

광 π ζ一 10 10 

강 화 32 32 

켜U 기 도 236 236 

켜Q 상 도 1,666 1,339 3,005 

전 라 도 912 164 1,076 

중 청 도 518 497 1,015 

평 안 도 5 109 114 

호。1 도 39 71 110 

함 켜‘J 도 21 24 45 

강 원 도 71 61 132 

계 3,527 2,265 5,792 

조선후기에 신설된 제언들은 자그마한 골짜기를 막은 소규모의 것들이거나， 작은 

웅덩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 이어서 가뭄이 들면 관개용수가 논바닥까지 말라붙 

기 일수였다. 농업진흥을 통한 농업생산력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뭄에 항상적으로 

대처하면서 보다 많은 농경지에 관개시킬 수 있는 보다 대규모의 수리시설인 

수축과 보수를 서둘러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수원지방의 경우， 국왕의 지대 

19) . 만년제(정조 22) . 축만제(정조 23) . 남제(순조 25) 등 

제언의 

만석거(정조 아래 한 관심 

규모가 큰 제언들이 신축 또는 보수 되어 인근 지역 많은 면적의 농경지를 몽리(훌利) 

읍치를 옮기고 신도시 화성이 건설된 후에 축조 또는 보수된 

대규모의 주요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2와 같다，34) 

정조~순조대 수원지방에 수축된 4곳의 제언 중 현륭원 남쪽 3리에 위치한 만년제 

작은 편이지만， 그 위치와 수축과정에서 보면， 매우 중요할 뿐만 

투입되어 단시일 내에 건설되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만년제 축조는 국왕의 지대한 관심 아래 국가적 · 지방적 토목공사의 성격을 띠고 

할 수 있었다. 수원부의 

규모면에서는 二l'-'-
아니라 막대한 노동력과 재정이 

r萬機要행」 財mx츰5， 제 언 참조. 

r화성지 .1 (831) 제언 및 『수원군읍지 J (899) 제언 참조 

1 , i 
? 
“ 

33) 

34) 



표 3-2. 18세기 말-19세기 초 수원지방의 주요 제언 축조연대와 규모 

~혔 
규 모 

치 축조연대 
길 이 넓 이 높이 두께 갚이 /」L「τ rr] -/「‘ 몽리면적 

만석거 북5리 일용면 
정조 19 

875척 850척 12척5촌 10척5촌 8척 7촌 2 66섬지기 
(ζ째， 1795) 

만년제 원소 남3리 
정조 22 

460척 370척 7척 34척 5척 l 62섬지기 
(찌午， 1798) 

축만제 서 5리 북면 
정조 23 1,246 

720척 8척 7척 5촌 7척 232섬지기 
(己未， 1799) 

2 
척 

남 제 남5리 남부 
순조 25 

800척 800척 10척 11척 8척 2 90섬지기 
(ζ西， 1825) 

진행되었으며， 화성성역 기간 중에 북문 밖 일용면 지역에 축조된 만석거 축조 때와 버 

금가는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었다. 즉， 이 제언의 수축공사에는 전원 임금을 지급하는 

급가모군(給價幕軍)에 의한 노동력 조달과 함께 앞의 만석거 축조 때 능률을 올린 바 

있는 일급제가 아닌 성과급제에 의한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만 

년제의 수축공사는 정조 22년(1798) 2월 13일에서 4월 15일까지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완공 되었으며， 총 1만 8，960명이라는 대규모의 노동력이 투입되고， 그 소요경비는 정조 

가 내린 내탕금 6，000냥으로 충당되었다. 그 중 이 공사에 동원된 l만 8，960명 모군 전 

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었으며， 지역별 모군 내용을 보면 일반모군 1만 6，056명， 화성부 

의 각 면 모군 1，106명， 광주모군 809명， 서울모군 585명， 현륭원 원군 315명， 승군 89명 

등이었다，35) 이러한 대규모의 노동력과 경비가 투하되는 가운데 완공된 만년제 수축공 

사는 만석거의 축조비용 5，960냥， 4개월간에 걸쳤던 공사기간에 견주어볼 때 그 비용변 

에서는 거의 비슷했지만， 공사기간은 약 2개월간을 단축시킨 것이 특정이었다. 아마도 

이것은 이보다 3년 전에 축조된 만석거 토목공사 때의 경험을 살려 그 미비점을 보완 

하고， 농사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규모의 모군들을 투입， 성과급제 방식에 의 

해 보다 능률적으로 공사를 진행시켰던 결과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만년제는 현륭원 남쪽 3리 전경(前景)을 이루는 지점인 오늘날의 화성군 태안읍 안 

녕리 152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고， 그 주위 동 · 서 · 북쪽은 낮으막한 산곡으로 둘러싸 

여 있어 그 형태변에서 산곡형 제언에 속한다. 이 제언은 대부분의 수리시설이 그러하 

듯이 목책(木째)을 세우고 흙을 메워 둑을 만들고 둑의 안팎에는 버드나무를 심어 기반 

을 튼튼하게 했으며， 2개의 수문(뒤에는 1개)을 설치하였다. 

35) r일성록J 26 책， 정조 22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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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만년제를 수축하기 이전에는 방축수(防集鼓)라 불리던 제언이 있었으나， 그 상태 

가 제 기능을 상실했던 듯， 정조 22년 윤2월 1일 그 이름을 ‘萬年提’라 고치고 표석을 

길가에 세운 뒤 36) 신설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대대적인 수축공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정조대에는 제언의 신축과 더불어 세월의 풍화로 둑이 무너지고 제언 내에 산골에서 

흘러내린 흙이 메워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구제언이나 폐제언을 보수 · 관리 

하는 수축공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음은 전언한 바와 같다. 이 만년제도 1798년 2 

월 -4월에 걸쳐 신축공사나 다름없을 만큼 대규모의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어 제언의 

바닥을 깊게 파내고 동서남북에 동(폐)을 만들었으며， 둑을 쌓아， 길이 180척， 넓이 370 

척， 높이 7척， 두께 34척， 깊이 5척， 2개(뒤에 1개)의 수문시설을 갖춘 대제언으로 거듭 

나서 현륭원 앞면에 펼쳐진 둔전과 황구지천에 이르는 일대의 민전 농경지에 관개용수 

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정조는 왜 이 만년제를 대규모의 인력과 경비를 

들여 서둘러 단시일 내에 수축하고 제언 주위에 연(違)을 심어 지당(池塊)으로서의 분 

위기를 자아내도록 아름답게 가꾼 것일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필자 나 

름의 해답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만년제는 정조의 생부 장헌세자(莊默世子)의 묘소인 현륭원 남쪽 앞뜰에 해 

당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변에서도 중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근 일대에는 현 

륭원과 그 원찰(願刺)인 용주사(龍珠휴) 보수와 경영을 위한 중요재원으로 활용하기 위 

한 둔전과 민전이 펼쳐져 있었다. 따라서 현륭원 남쪽 독성산성(츄城山城)에 이르는 

일대의 전경을 시원하고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도 만년제를 수축하여 제방 주변에 

나무를 심었고， 또 정조가 이미 북문 밖 일용변에 신설한 만석거(北池)를 비롯하여 화 

성 성곽의 부속시설로서 조성한 몇몇의 연못37) 등에서 시도했던 예에 따라 만년제 주 

위에도 연을 심어 주변 경관을 아름답고 품위있게 가꾸었다. 무엇보다도 둔전을 비롯 

한 인근 민전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활용하여 이 고장의 농업수리기술의 발달 성과에 

부응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현륭원과 용주사의 보수 · 경영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만년제의 수축은， 

만석거 · 축만제와 더불어 정조의 대(對)화성 농업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며， 조선후기 수리정책의 발전사상 큰 의미를 지니는 토목공사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 

다. 

둘째， 만년제는 정조의 정기적인 현륭원 거둥 노정(路程)의 최종 경유지인 원소(國 

所)의 남쪽 동구(洞口)에 위치해 있어서 펼로(輝路)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제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던 정조 또한 크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러한 반증의 

하나가 정조 21년 원행 때 정조는 새로 크게 수축된 만년제와 길 옆의 표석을 보고 

36) r원행을묘정리의궤」 권3 이문， 을묘 윤2월 초1 일. 

37) 해花隨柳후 북쪽 곁에 따린 fíë~::1을 비롯하여 상 · 하의 두 곳의 南池와 北池， 상 · 하의 東ng 등. 

m 

ω
 



시를 짓고 있 

는 데서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이듬해인 정조 22년 2월 13일 만년제의 수축공사가 시 

작되기에 앞서 정조는 시역일(始投티)에 고후토제(告팀土쫓)를 지낼 때 헌관(願덤. )을 파 

견， 제사를 받들게 한 데서도 만년제 수축에 대한 정조의 관심이 얼마나 갚었는가도 아 

울러 가늠할 수 있다. 정조는 현륭원을 천봉하던 정조 13년 2월에서 별세하던 해인 정 

조 24년 (1800) 1월까지 11년간에 걸쳐 13차의 원행을 정기적으로 시행한 바 있었다 38) 

정조는 현륭원 원행에 취해진 거둥길은 처음 제 1차(정조 14년 2월)에서 제6차(정조 18 

「어제화좌규만년제관가운(細製和左模萬年提觀據頭)J 이란 시제(詩題)로 

그러나 제6차 원행 이후 정조 18년(1794) 

4월 시흥로(始興路)가 새로 개설되면서 제7차(정조 19년 윤2월)에서 제 13차(정조 24년 

1월) 원행 때까지 7차례는 시흥로를 통해 왕래하였다. 여기에서 시흥로의 경유지를 순 

년 1월)까지는 과천로(果川路)를 이용하였다. 

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39) 

돈화문(敎化門) . 돈령부(敎寧府) 앞길 · 바자전(把子壓) 석교(石橋) . 통운(通雲) 

교 · 종루(鐘樓) 앞길 · 대광통(大廣通) 석교 · 소광통(小廣通) 석교 · 구리개(鋼|뼈) 

(합門) 앞길 · 송현(松|뼈) . 수각(水圍) 석교 · 숭례문(몇禮門) . 도저동(挑橋洞) 앞길 · 청파 

교(춤城橋) . 돌모루 [石隔] . 율원현(票園뼈) 앞길 · 나업산(羅業山) 

배다리(와橋) . 북홍살문(北紅號門) . 중(中) 홍살문 · 남(南) 

宮) . 용양봉저 정 (龍購鳳暴享)

석 
n 

τ
 

벼
。
 

앞길 · 만천(훨) 11 ) 

홍살문 · 노량행궁(續梁行 

주정소(書停所) . 만안현(萬安|뼈) . 번대방평(審大껴j;l') . 문 

앞길 · 시흥현행궁 · 시흥당(堂) 숙소 · 대박산(大博山) 앞뜰 · 안양교 · 장산 

모루(長山關) . 청천평(펴f) 11 싹) . 원동천(院洞川) . 사근평(앓動싹，)행궁 · 응란헌(짧’蠻빡) 주 

정소 · 일용현( 日用뼈) . 미록현(爛폐l뼈) . 괴목정교(擺木훔橋) . 진목정교(휩木亨橋) . 장안문 · 

앞길 · 신풍루(新豊樓) . 화성행궁 · 장락당(長樂堂) 

성동(文星洞) 

스
 
「

앞길 · 종가 · 팔달문 · 매교(悔橋) . 상류천(上柳川) . 상류천 점막 

(店幕) . 하류천(下柳) 11) • 하류천 점막 · 황교(皇橋) . 옹봉(寶옳) . 대황교(大皇橋) . 유첨현 

(펴附 l뼈) . 유근교(피動橋) . 만년제 · 원소(園所) . 

종가(鐘街) . 좌우군영(左右軍營) 

소·신풍루·좌우군영 

세째， 만년제는 현륭원 남쪽으로 우뚝 솟은 독성산성(秀城 1 '-1城)의 오른쪽 기숨을 

돌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한강 지류인 황구지천과 더불어， 산성은 물론 현륭원을 

호위하는 군사상 성지(城池)로서의 해자(核字)의 기능과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한 뜻 

에서 만년제는 수리시설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성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전(前)근대 

시기의 국방상 의미까지 고려되어 축조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38) 최홍규 r18세기 말 화성지방의 번영과 산업진흥책 J r경기사학J 2호， 1998. p.ll1 
39) r윈행을묘정리의궈l J , 권2 節目， 大웠땀 忽록띔 쩡îI;1: ~IU판節目.챈)l[1 FJí . Jl<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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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맺 음 말 

만년제는 수원부 구읍치시대에 ‘방축수’라 불리던 제언을 신도시 건설 이후인 정조 

22년 2월 13일에서 4월 15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대대적으로 수축， 당시로서는 최신의 

공법 (I.法)으로 축조한 18세기 말 신도시 수원지방의 농업진흥을 표징할 만한 대표적인 

수리시설의 하나였다. 이 제언의 축조는 만석거 · 축만제와 더불어 정조 말년 정조가 

추진한 황정(하政) 타개의 의지와 수리정책， 그리고 신도시 수원지방의 농업생산력을 

증대시켜 화성부민의 번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현륭원 경영을 비롯한 신도시 

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를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화성부민 

들의 생활안정과 번영을 우선시키려고 한 정조의 의도는 만년제를 완성한 다음 정조 

22년 4월 27일 연신(廷뭄)에게 이른 다음과 같은 말 속에도 잘 나타나 있다.때) 

“이번 화성의 만년제 공사는 백성 환 사람의 힘도 쓰지 않고서 몇 일만에 완성했으니， 

참으로 큰 다행이다. 원침(園寢)의 수구(水 1:::] )에 이 방죽물을 저장해 두면 현륭원 밑의 백성 

들 토지에 이것으로 물을 대게 될 것이니， 이것이 마치 저 장안문 밖에 만석거를 만들고 

여의동 (~IJ효펴)을 쌓고 대유둔을 설치할 당시에는 백성들이 모두 이를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누차에 걸쳐 권유 신칙하고 내탕전 수만 금을 내려서 결심하고 시행했었다. 지금에 와서는 

백성들이 도리어 주위가 광활하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있으니， 백성들과는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함께 즐길 수도 있으나 일의 시작을 함께 꾀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러하다. 그러 

나 지극히 선명한 것이 또한 백성들이니， 뒤에 의당 나의 고섬을 알 것이다 

이러한 정조의 말 속에는 만년제와 만석거의 수축공사에는 한 사람의 강제 요역(搖彼) 

정발이 없는 가운데 전원 급가모군에 의한 공사를 진행시켰고， 또 이러한 수리시설의 

축조는 어디까지나 인근 수전농에 대한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다. 그 중에서 만년제 공사 

는 「원침의 수구에 이 방죽물을 저장해 두면 현륭원 밑의 백성들 토지에 물을 댈 수 

있게」 되었다는 표현은， 인근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가운데 신도시 발전을 위한 

수리사업이 입안되었음을 밝힌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정조의 전국적인 농업정책도 그렇지만 대(對)화성경영 과정에서 크게 주력 

한 것은， 조선왕조의 기간산엽이었던 농업을 진흥시키는 사업이었다. 농업진흥 문제는 

상엽진흥과 더불어 산업발전의 두 중심축을 이루는 것으로서， 정조가 수원에서 시행한 

3곳의 수리사업과 둔전경영은 18세기 말 농업진흥정책의 선구를 이룰 만큼 가장 성공 

한 부문의 하나였다 정조는 당시 삼남에 비하여 토질도 척박하고， 영농방법 또한 후 

진지역이었던 이 고장에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당시로서는 최신의 수리시설을 갖춘 대 

규모의 제언과 선진적인 둔전을 설치 운영하였다. 앞에서 말한 만석거 · 만년제 · 축만 

40) r정조실록J , 22년 4월 훈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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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 대규모의 제언과 대유둔 · 축만제둔(서둔) 등 둔전경영이 그것이다. 그리고 당시 

로서는 최신의 농업기술과 농업경영을 통해 고도의 생산성을 이룩함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안정과 함께 신도시 화성의 재정적 기반 확보는 물론 이곳을 전국적인 농업 선진 

지역으로 전환시키는데 큰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18세기까지 농업지대로서 후진 

성을 면치 못했던 수원지방은 이후 수리시설을 갖춘 선진 농업도시로서， 또한 전국적인 

농업진흥의 시범지역으로서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읍과 성역 때의 

급가모군에 의한 역사(投事) 방법은， 당시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농민분해현상이 일어나， 

농촌에서 이탈된 농업인구를 임노동인구로 전환시켜 활용한 바 있었다. 이러한 급가모 

군의 역사 방법은 제언 토목공사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특히 만석거(정조 19) 축조 

에 이어 만년제(정조 22) 제언공사 때는 성과급제인 도급제로 공사를 진행， 능률을 크 

게 제고할 수 있었던 것도 특기할 점이다. 

정조대의 만석거 · 만년제 · 축만제， 순조대의 남제 등 수원지방의 4대제언 축조는 

조선후기의 농업진흥과 수리기술사적‘범주 속에서만 그 의미가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언들이 인근 농경지에 관개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본래적 의미 이외에도， 수원 

을 ‘물의 도시’라고 불리는 것에 걸맞을 만릅 화성 성곽의 부속시설로서 이루어진 방화 

수류정의 용연， 상 · 하의 두 남지와 북지， 상 · 하 동지 등의 몇몇 연못과 더불어 수원 

의 도시적 풍광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기능을 다하게 한 점은 크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 

다. 이것은 정조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으로서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를 건설한다는 

고도의 품격높은 도시계획의 안목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다. 즉， 오늘날까지 흔히 ‘수 

원 8경’으로 불리는 가운데 용지대월(龍池待月) . 남제장류(南뚫長柳) . 북지상련(北池相 

運， 만석거) . 서호낙조(西湖落照， 축만제) 등은 ‘물의 도시’ ‘제언의 도시’ 수원의 자연경 

관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정조는 신도시 화성의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늘의 노송지대에서 4대제언， 그리 

고 현륭원 얼대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여 대대적인 식목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가 

운데서 만석거 주변에 연을 심어 ‘북지상련’이 수원 8경의 하나로 손꼽힐 만큼， 이 제언 

은 지당(池塊)으로서도 품격을 갖추어 해가 갈수록 흰색과 붉은색의 연꽃이 가득했다고 

한다. 현륭원이 위치한 화산의 경우에도 ‘화산두견(花山삼罷)’이 수원 8경의 하나로 꼽 

힐 만큼 봄철이면 진달래꽃이 만발하여， 주위의 노송(老松)들과 어울려 아름다운 경관 

을 나타냈다. 또 그 앞뜰에 해당되는 만년제에도 연을 심어 연못 주변에는 희고 붉은 

연꽃들이 가득하여 지당으로서의 아취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옛 

만년제의 모습 일부분을 재현이라도 하듯이， 그 규모는 매우 작고 볼품은 옛날에 견줄 

수는 없으나 해마다 연꽃이 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제 우리의 산업구조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 F之大本)‘이라는 전근대사회의 중 

농적 의식을 고수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인데， 이는 구조적으로 농업이 조선시대처럼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그 중요성이나 의미가 크게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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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 만석거 자리는 도시화와 산업화과정에서 대부분 메워져 그 규모는 볼품없이 축소되 

었고， 축만제 또한 이와 같은 추세인 데다가 수질 역시 구제불능일 정도로 오염되었다. 

만년제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하여 제언으로서의 중요성이나 기능을 상실한 지 이 

미 오래이며， 그 일부분이 농지로서 활용되고 있을 뿐 건축물 쓰레기가 수시로 대책없 

이 버려지고 있어 제언 자리의 대부분은 쓰레기장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더욱이 좌우 주변 일대에는 공장들이 들어서고 얼마 전까지 옛터 일부가 축사로 사용 

되어 농지 오염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메워져 제언으로서 그 형 

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이곳 태안읍 안녕리 152번지의 농지 소유자인 

이정섭씨와 주위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용주수리계 저수답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구 

입하던 1989년 당시만 해도 중외제약 공장 입구 도로변 풀섬에는 정조 19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萬年提’라고 음각된 표석이 나핑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뒤 

건축 쓰레기들이 불법적으로 마구 버려친는 가운데 그 표석은 다시 볼 수 없게 되었고， 

쓰레기들과 함께 땅속에 매립당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우선 개인 소유지인 이곳을 

수용하여 유적지기념물로서 처리하는 문제를 막연히 무한정 유보(留保)할 것이 아니라， 

우선 쓰레기더미에 휩싸여 매립된 표석이라도 찾아내어 이를 다시 세우는 일이 무엇보 

다 시급하고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최소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의 성의이 

자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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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시추코아 분석 

4.1 시추조사개요 

금번 연구의 목적인 만년제의 분포 범위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정밀조사구역인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령리 일대에서 총 14개 

공에 대한 측량 및 시추를 실시하였다 (그림 4- 1). 금번에 실시된 시추작업의 시추 

공 규격은 NX이며， 시추각도는 900 , 총 시추섬도는 72m 이다 (표 4- 1). 

표 4-1. 시추공별 시추위치 및 시추심도 내역. 

HOLE NO. 위 도 켜U 도 LEVEL (m) 시추심도 (m) 

1 370 11' 55.06" 1270 00' 15.88" 20.794 - 11.5 

2 370 11' 52.08" 1270 00' 15.38" 18.876 -5.1 

3 370 11' 49.18" 1270 00' 13.19" 20.133 7.5 

4 370 11' 53.04" 1270 00' 07.42" 19.421 4.9 

5 370 12 ’ 00.87" 1270 00' 01.47" 18.685 1.7 

6 370 11' 52.82" 1270 00' 03.02" 18.554 • 2.7 

7 370 11' 50.97" 1260 59 ’ 52.98" 21.027 1.8 

8 370 12 ’ 01.05" 1260 59' 49.62" 21.277 - 3.6 

9 370 12 ’ 03.15" 1260 59' 41.28" 22.252 3.5 

10 370 12 ’ 11.55" 1270 00' 07.43" 24.989 4.0 

11 370 12 ’ 06.39" 1260 59 ’ 58.59" 21.776 1.9 

12 370 11' 56.89" 1270 00 ’ 11.76" 18.529 3.0 

13 370 11' 55.82" 1270 00' 17.55" 20.078 6.8 

14 370 11 ’ 54.02" 1270 00 ’ 13.11" 19.754 14.0 

계 72.0 m 

4.2 시추코아 분석 

시추시험 결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령리 일대의 지질구성은 표토 (복개토 

와 경작토) , 미고결퇴적층， 기반암 (편마암)의 3개 지층으로 대분할 수 있다. 표토 

는 자갈， 모래 및 점토로 구성되며 이들은 본 지역에 인위적으로 매립된 복개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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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 연구지역의 시추위 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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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고결퇴적층은 퇴적기원의 점토층， 모래층， 자갈층， 모래/점토 

호층으로 구성되며， 기반암은 풍화양상에 따라 기반암기원 풍화토， 기반암기원 풍화 

경작토로 구성된다. 

암 및 기 반암으로 구성 된다 (그림 4-2-4 • 3). 

1) 화성 1호공 (Core No. M1) 

본 공에서는 총 1l.5 m 심도의 

-3 m까지는 

시추 결과， 지 

(매립토)가 분포하며， 이의 하부 

매립토의 하한인 

시추를 실시하였다 (그림 4-2). 

표토 구성된 

분포한다. 

자갈과 모래로 표로부터 

3 m 미고결퇴적층은 미고결층이 퇴적기원의 로부터 

- 6.5 m 지점까지로 총 3.5 m 

담갈색의 갈색내지 포함하는 

시작하는 

잔자갈을 

풍화토가 나타나기 

의 두께로 분포하며， 암회색 점토와 소량의 

세립질~조립질 모래로 구성된다. 

기반암기원의 지점부터 

2) 화성 2호공 (Core No. M2) 

공에서는 총 5.3 m 심도의 

5.1 m 지점부터는 지하수위와 접함으로서 시추의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 5.3 m 

지점에서 시추를 종료하였다. 시추 결과 지표로부터 - 1 m까지는 점토와 

표토 (경작토)가 분포하며 이의 하부로부터 퇴적기원의 미고결층이 분포한 

미고결퇴적층은 매립토의 하한인 1 m 지점부터 기반암기원의 풍화토가 나타 

시작하는 - 5.1 m 지점까지로 총 4.1 m의 두께로 분포하며 암회색 점토와 갈 

시추심도 

모래로 

특히 실시하였다 (그림 4- 2). 시추를 본 

구성된 

다. 

나기 

모래/점토 호층으로 암회색 ul 
^ 모래 담회색의 세립질~조립질 또는 암회색내지 

구성된다. 

색 

시추를 실시하였다 (그림 4- 2). 시추 결과， 지표 

실트로 구성된 표토 (매립토)가 분포하며， 이의 

분포한다. 미고결퇴적층은 매립토의 하한인 

3) 화성 3호공 (Core No. M3) 

본 공에서는 총 7.5 m 심도의 

- 2.5 m까지는 자갈， 모래 

퇴적기원의 미고결층이 

qJ 
^ 로부터 

하부로부터 

시작하는 - 6.0 m 지점까지로 총 

점토로 구성된다. 두께로 분포하며， 실트질을 포함하는 암회색 

풍화토가 나타나기 기반암기원의 - 2.5 m 지점부터 

3.5 m의 

4) 화성 4호공 (Core No. M4) 

본 공에서는 총 4.9 m 심도의 

1 m까지는 자갈과 모래로 

시추 결과， 지표 

구성된 표토 (매립토)가 분포하며， 이의 하부로 

미고결퇴적층은 매립토의 하한인 

시 추를 실시 하였다 (그림 4- 2). 

1 m 지 

1 
i 

q J 

분포한다. 미고결층이 

로부터 

부터 퇴적기원의 



점부터 기반암기원의 풍화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4.8 m 지점까지로 총 3.8 m의 

두께로 분포하며， 암회색 점토와 담갈색 또는 담회색의 왕모래 및 세립질~조립질 

모래로 구성된다. 

5) 화성 5호공 (Core No. M5) 

본 공에서는 총 l.7 m 심도의 시추를 실시하였다 (그림 4- 2). 시추 결과， 지표 

로부터 1.1 m까지는 잔자갈과 왕모래로 구성된 표토와 하성기원 자갈층이 분포하 

며， 이의 하부로부터 퇴적기원의 미고결층이 분포한다. 미고결퇴적층은 매립토의 

하한인 - l.1 m 지점부터 기반암기원의 풍화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 l.5 m 지점까 

지로 총 0.4 m의 두께로 분포하며 잔자갈과 담갈색 점토로 구성된다. 

6) 화성 6호공 (Core No. M6) 

본 공에서는 총 2.7 m 심도의 시추를 실시하였다 (그림 4- 2). 시추 결과， 지표 

로부터 • 1 m까지는 세립질 모래와 점토로 구성된 표토 (경작토)가 분포하며， 이의 

하부로부터 퇴적기원의 미고결층이 분포한다. 미고결퇴적층은 매립토의 하한인 1 

m 지점부터 기반암기원의 풍화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 2.5 m 지점까지로 총 l.5 

m의 두께로 분포하며， 암회색 점토， 담갈색의 왕모래 및 세립질~조립질 모래， 암회 

색 모래/점토 호층으로 구성된다. 특히 암회색 점토층은 식물조각을 다량 포함한 

다 

7) 화성 7호공 (Core No. M7) 

본 공에서는 총 l.8 m 심도의 시추를 실시하였다 (그림 4- 2) 시추심도 l.4 m 

지점부터는 지하수위와 접함으로서 시추의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 l.8 m 지점에 

서 시추를 종료하였다. 시추 결과 지표로부터 - 1 m까지는 실트와 점토로 구성된 

표토 (경작토)가 분포하며， 이의 하부로부터 퇴적기원의 미고결층이 분포한다. 미 

고결퇴적층은 매립토의 하한인 1 m 지점부터 기반암기원의 풍화토가 나타나기 시 

작하는 l.5 m 지점까지로 총 0.5 m의 두께로 분포하며 암회색 점토와 담회색 왕 

모래 및 조립질 모래로 구성된다; 

8) 화성 8호공 (Core No. M8) 

본 공에서는 총 3.6 m 심도의 시추를 실시하였다 (그림 4-2). 시추 결과， 지표 

로부터 1 m까지는 실트와 점토로 구성된 표토 (경작토)가 분포하며， 이의 하부로 

부터 퇴적기원의 미고결층이 분포한다. 미고결퇴적층은 매립토의 하한인 - 1 m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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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 화성 1-9호공 시추주상도. 



3.3 m 지점까지로 총 2.3 m의 시작하는 풍화토가 나타나기 기반암기원의 점부터 

구성된 잔자갈로 u1 
;’<모래 점토， 담갈색의 세립질~조립질 

점토층은 식물조각을 다량 포함한다 

분포하며， 암회색 

암회색 
j 

이
 

트
 
「

두께로 

다. 

9) 화성 9호공 (Core No. M9) 

시추 결과， 지표 

표토 (경작토)가 분포하며， 이의 하부 

미고결퇴적층은 매립토의 하한인 

시추를 실시하였다 (그림 4- 2). 

구성된 점토로 

본 공에서는 총 3.5 m 심도의 

0.9 m까지는 설트와 

미고결층이 

로부터 

- 0.9 m 분포한다. 로부터 퇴적기원의 

-3.3 m 지점까지로 총 2.4 m 

담회색의 왕모래 및 세립질~조립질 

점토층은 식불조각을 다량 포함한다. 

시작하는 

1:1.1 
^ 

풍화토가 나타나기 

점토， 담갈색 

특히 암회색 

의 두께로 분포하며， 암회색 

모래와 자갈로 구성된다. 

기반암기원의 지점부터 

시추 결과， 지표 

표토 (경작토)가 분포 

미고결퇴적층은 매립토의 

시작하는 3.9 m 지점까 

담갈색~암갈색의 왕모래 및 세립 

시 추를 실시 하였다 (그림 4- 3). 

구성된 

분포한다. 

풍화토가 나타나기 

점토로 모래와 

미고결층이 

10) 화성 10호공 (Core No. M10) 

본 공에서는 총 4.0 m 심도의 

로부터 1.9 m까지는 중립질~세립질 

하며， 이의 하부로부터 퇴적기원의 

하한인 1.9 m 지점부터 기반암기원의 

총 2 m의 두께로 분포하며， 암회색 

질~조립질 모래， 왕자갈~잔자갈로 구성된다. 

점토， 지로 

11) 화성 11호공 (Core No. M11) 

본 공에서는 총 1.9 m 심도의 시추 결과， 지표 

(경작토)가 분포 

미고결퇴적층은 매립토의 

시작하는 -1.8 m 지점까 

점토， 담갈색의 세립질~조립 

시 추를 실시 하였다 (그림 4-3). 

표토 로부터 - 0.5 m까지는 조립질~세립질 모래와 점토로 구성된 

하며， 이의 하부로부터 퇴적기원의 미고결층이 분포한다. 

하한인 -0.5 m 지점부터 기반암기원의 풍화토가 나타나기 

지로 총 1.3 m의 두께로 분포하며， 흑색 또는 암회색 

및 모래/점토 호층으로 구성된다. 질 모래 

시추를 실시하였다 (그림 4-3). 시추 결과， 지표 

분포한다. 미고결퇴적층은 지표면으로부터 기반암 

12) 화성 12호공 (Core No. M12) 

본 공에서는 총 3.0 m 심도의 

퇴적기원의 미고결층이 

풍화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2.9 m 지점까지 총 2.9 m의 두께로 분포하며， 

점토， 담갈색 왕모래 및 세립질~조립질 모래와 자갈로 구성된다. 

-h 

니
 

q J 

로부터 

기원의 

암회색 



13) 화성 13호공 (Core No. M13) 

본 공에서는 총 6.8 m 심도의 시추를 실시하였다 (그림 4-3). 시추 결과， 지표 

로부터 2.5 m까지는 실트와 점토로 구성된 표토 (경작토)가 분포하며， 이의 하부 

로부터 퇴적기원의 미고결층이 분포한다. 미고결퇴적층은 매립토의 하한인 一2.5 m 

지점부터 기반암기원의 풍화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 5.0 m 지점까지로 총 2.5 m 

의 두께로 분포하며 암회색 점토 담갈색의 세립질 모래로 구성된다. 

14) 화성 14호 공 (Core No. M14) 

본 공에서는 총 14.0 m 심도의 시추를 실시하였다 (그림 4- 3). 시추 결과， 지 

표로부터 - l.0 m까지는 실트와 점토로 구성된 표토 (경작토)가 분포하며， 이의 하 

부로부터 퇴적기원의 미고결층이 분포한다. 미고결퇴적층은 매립토의 하한인 l.0 

m 지점부터 기반암기원의 풍화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 6.0 m 지점까지로 총 5.0 

m의 두께로 분포하며 암회색 점토， 담갈색의 세립질~조립질 모래， 모래/점토 호층 

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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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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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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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μ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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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킬쩍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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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3> 화성 10- 14호공 시추주상도. 



퇴적환경 5 장 제 

총 14개공의 

대한 퇴 

실시된 

이들에 

일대에서 안령리 태안읍 화성군 경기도 금번 연구에서는 

얻어진 실시， 조브Lλf 드L 
l..!.- -, i:프 대한 퇴적학적 미고결퇴적층에 시추시험에서 

7-
-'-대한 입도와 미고결퇴적물에 분석에서는 금번 퇴적학적 설정하였다 적환경을 

이들 및 각각의 퇴적상에 대한 퇴적기구 해석을 통하여 지부서으 톡하 퇴적사 부석 --, 1-'- --, C프 o L -1 I 0 ‘” 

이 퇴적된 퇴적환경을 해석하였다 

규
 
만
 

는
 
와
 

하
 
가
 

속
 
사
 

겨
。
 

기반암은 선캠브리아기에 일대의 대상지역인 안령리 

흑운모대상편마암으로 

7-. 
T 금번 연구의 

주변에 

편마암질 

조사지역 

상기의 

구성되며， 이들은 

미고결퇴적층은 

장편마암과 

기반암을 있다. 형성하고 소계곡을 01 

^ 한 산록 

이르면서 지층 

다양해진다. 시추시험을 실시한 정밀조사 

소계독들이 수렴하는 북서 -남동방향의 완만한 경사를 가 

계곡부에 시작하여 분포하기 있으며，산록으로부터 

도
 

류
 
” 조

 
。

덮고 

두꺼워지며 퇴적층의 

지역은 산록지형들 사이의 

부정합으로 

두께도 의 

츠
 
。토

 
처
 
n 미고결퇴적층은 결과， 연구지역 시추시험 5- 1). 주계곡부이다(그림 지는 

c 
T 전체적인 이들의 4- 2-4- 3), 구성되며 (그림 모래/점토호층으로 모래층， 자갈층， 

대
 

분포한다 (표 5-1). 지형적인 위치에 따라 매우 불규칙하게 께는 0.5-5.0 m로 

모래/점토호층과 잔자 구성되며，간혹 점토층과 모래층으로 

갈층이 앓은 두께 (0.1 -0.5 m)로 협재된다. 

미고결퇴적층은 초!.초콕_ 01 
I l.!--• l 

두께. 

공번호 (Hole No.) 두께 (Thickness) 공번호 (Hole No.) 두께 (Thickness) 

1 3.5.m 8 2.3 m 

2 4.1 m 9 2.4 m 

3 3.5 m 10 2.0 m 

4 3.8 m 11 1.3 m 

5 0.4 m 12 2.9 m 

6 1.5 m 13 2.5 m 

7 0.5 m 14 5.0 m 

미고결 퇴적층의 일대의 태안읍 안령리 화성군 표 5- 1. 

5.1 퇴적상 분석 

특성을 가지는 암체내지는 퇴적체를 

형태， 조성， 조직， 일차 퇴적 색，층리의 

39-

명확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의미하는 용어로서， 퇴적학적인 관점에서는 

퇴적상은 



구분할 수 있으며 (조성권 외， 1995) , 이러한 구분 

종류， 노두의 형태， 연구 기간， 그리고 연구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실시한 경기도 태안읍 안령리 일대에 대한 시추조사에서는 

대상으로 시추가 진행되었으며 미고결 퇴적물에 대한 사추 

보유하고 있을 1차 퇴적구조 등의 퇴적학적 

금번 

제4기의 주로 

묘
 

드
(
 

]

D 
T 。

π
 

및 고생물의 

은 시료의 

연구에서 

미고결 퇴적물을 

구조 

트프 λ4 ., 。

요소들이 100% 유지된 상태 

있다. 따라서 금번의 퇴적학적 연구에서는 채취된 미 

얻을수 있는 최대한의 지질정보， 즉 퇴적물의 색， 조성， 조직， 일차되 

요소들을 기준으로 퇴적상을 분석하였다. 

상 이들이 

로 채취될 수 없는 어려움이 

고결 시료에서 

적구조 등의 퇴적학적 

모래/점토호층， 

양이 

퇴적상， 즉 모래， 점토， 

전체적인 양적 

4개의 크게 퇴적물은 

있다. 

미고결 연구지역 

점토의 포
 

순으로 분포한다. 

각 퇴적상 요소들의 

모래， 모래/점토호층， 자갈의 

/
T 

가장 많으며， 그 외에 

구분될 자갈로 

퇴적 

소계곡 

관찰되는 

1) 자갈 

연구지역에서 실시한 총 147~ 시추공중 4개공 (5, 8, 9, 10)에서 

상으로서， 8, 9, 10번공은 계옥 연변부에 위치하며， 5번공은 주계곡부 북측의 

과 주계곡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그림 5- 1). 8, 9, 10번 시추공에서는 본 층。 

시추공에서는 앓은 두께로 츠
 
。토

 
처
 디 

분포하나， 5번 

전체적으로 0.1 -0.5 m의 

직상위에 풍화토 기원의 기반암 

갖으며， 주 

역의 원마도는 아각 

께
 이
 

E 
T 분포한다 (그림 4-2-4- 3). 직상위에 

로 잔자갈로 구성되나， 드물게 

형내지 아원형이며， 역지지조직을 보이며， 분급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따라 

굵은자갈도 소량으로 포함된다. 

주변에 분포하는데， 이는 홍수시 

유입되는 세기가 증가한 유수에 의해서 

호수 연변부를 호수 주로 퇴적상은 본 

u1 
E드 분포하는 주계곡 내지는 소계곡으로부터 

위치가 비 는
 

。T 겨
。
 

시추공의 5번 해석된다. 것으로 운반·퇴적된 침이동으로 

박층의 자갈층 

유수와 퇴적물 

의한 자갈의 

점토층 상위로 

밑짐이동에 

양의 따라서 보다 많은 

접근한 위치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포하는데 (그림 4-2) , 이는 주계곡부를 

이 유입됨에 따라 호수 중섬부로 상당히 

운반 · 퇴적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접근이 되어 호수 중심부로 교적 

2) 모래 

연구지역 147~ 시추공 모두에서 관찰된다 (그림 4-2-4-3). 계 담회색~암갈색 

입도범위를 갖으나， 4, 6, 7, 8, 9, 12 

한다 (그림 

색을 띄며， 전체적으로 세립질~조립질의 열의 

4-2-4-3). 

점토층보다 우 

포함되기도 

전체적으로 0.1- l.2 m 두께로 분포하며， 2， 4， 6호공에서는 모래층이 

-40 

왕모래층이 박층의 기저부에 층의 호공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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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 시추공 분포에 따른 시추주상단면도 측선들 (A-F 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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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게 분포한다 (그림 4- 2). 대부분의 모래층은 분급상태가 불량하며， 입도점이를 

기저부에 분산된 잔자갈을 포함하기도 한다. 보이기도 하며， 층의 

일반적으로 모래의 퇴적은 밑짐이동이 중지되거나， 흐름의 세기에 비해서 u l- 。
l.:?s τr 

퇴적물이 공급되는 경우， 또는 감속하는 유체의 흐름으로부터 뜬짐이 공급될 때 일 

어난다. 연구지역 모래층에서 흔히 관찰되는 입도점이는 흐름의 세기가 점차로 감 

소하는 유수조건에서 퇴적되었음을 지시하며， 또한 모래층의 기저부에 간혹 포함되 

'--'-- 잔자갈의 존재는 세기가 증가한 일시적으로 

모래층에서 관찰되는 불량한 

유수에 의해 

동￡二Lλ1- FJl~ 
τr 닙 。 너1 1:一 

이동， 퇴적된 

퇴적물의 것을 지시한다. 

거리가 짧았음를 

홍수시 

대부분의 

지시한다. 호수 연변부에 위치하는 시추공에서 관찰되는 

이동 

모래층 

은 홍수시 흐름의 세기가 증가한 유수에 의하여 잔자갈을 포함하는 조립질의 퇴적 

모래가 쌓이 

호수 중심부에 

유수의 세기가 점차로 감소함에 따라 세립질의 

입도점이를 보이는 모래층이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물이 퇴적되고， 이어서 

면서 

위치하는 시추공에서 관찰되는 사질 퇴적물은 홍수시 고농도의 퇴적물을 함유한 유 

수가 호수로 유입되면서 유입수와 호수물의 밀도차에 의한 저층류가 형성되어 호수 

중심부까지 

심한 호수의 

사질 퇴적물이 운반·퇴적되었거나. 또는 시공적 (時空的)으로 

수준면이 갈수기에 낮은 수준변을 유지한 상태에서 

변화가 

호수 주변에 연결 

된 하도를 따라 호수 중심부까지 사질 퇴적물이 운반되어 퇴적되었을 것으로 해석 

된다. 

3) 모래/점토호층 

연구지역에서 실시한 총 147H 시추공중 6개공 (2, 4, 6, 11 , 12, 14호공)에서 관 

찰되는 퇴적상으로서 (그림 4-2-4- 3) , 전체적으로 0.2-0.5 m 두께로 분포하며， 11 

H-1 그l~ 
τl 。 등프 제외한 나머지 공들은 모두 계곡부 하류쪽으로 위치한다 (그림 5- 1) 까~ 

T 

mm 내지는 수cm의 두께를 가지는 모래층과 점토층이 교호하는 양상을 보이며， 모 

래층보다는 점토층이 양적으로 우세하다. 본 호층을 구성하는 모래층은 주로 세립 

질~극세럽질의 모래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모래와 점토가 교호하는 층은 주기적인 퇴적과정이 있었음을 지시 

하며， 금번 연구지역과 같은 소규모의 호수에서는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홍수가 이 

러한 주기적 퇴적과정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퇴적기구로 간주될 수 있다. 모래/점토 

호층에서 모래는 홍수시 와류성 하천류에 의한 조립질 퇴적물의 유입에 의해 퇴적 

된 반면， 점토는 호수 표면으로 부유되었던 세립질 퇴적물이 점차로 침전되면서 퇴 

적， 모래와 점토가 앓은 두께로 교호하는 호층을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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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며 (그림 4-2-4- 3) , 본 역의 

암회색~검은색 계열의 색을 띄며， 전체적으 

층내에 수 mm-수 cm 크기의 나무조각 화석을 

미고결 퇴 

4) 점토 

연구지역 14개 시추공 모두에서 

적물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로 0.2-3.5 m의 두께로 분포한다. 

특징적인 퇴적구조 포함하며， 점토질 퇴적물에서 흔히 관찰되는 엽리와 같은 

인지되지 않으나， 층위에 따라 앓은 두께의 실트질 퇴적물이 빈번하게 협재되는 

양상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분급상태는 양호하며， 일부 점토층 (1 , 2, 10, 14호공)에 

서 모래나 잔자갈과 같은 이질기원의 퇴적물이 소량으로 포함된다. 

흔히 

'-'-

。

ìT 조용하게 지속적으로 퇴적이 진행되는 유수조건이 존재는 점토질 퇴적물의 

위해 퇴적되기 점토입자들이 미세한 즉
 
, 환경에서 퇴적되었음을 지시한다. 

서는 유체의 

지되는 

난류운동 ( turbulence)의 세기가 충분히 감소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 

부유 퇴적물을 함유한 유수가 유입되는 환경 

부분적으로 협재되는 실트질 퇴적물은 홍수시 

다량으로 

정지된 수괴에 

점토질 퇴적층 내에 

호수와 같은 

형성된다. 

다량의 

건은 대개 

에서 

공급되는 포함 기인하거나，퇴적물을 

호수 중앙부까지 

변화에 입도 퇴적물의 닝 。

T ìT 

조립질의 퇴적물을 운반 

계 하는 과정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점토질 퇴적물의 색이 암회색~검은색 

열의 색을 띄는 것은 이들이 환원환경， 즉 산소공급이 차단되는 환경조건에서 

하는 유수가 호수 바닥을 따라 흐르면서 

유기 

물과 함께 퇴적되었음을 지시한다. 

있어서 등에 고지형 

미고결 퇴적물을 

복원 t:l.l 
^ 해석 

언급하였듯이 

퇴적환경 

앞절에서 

변화는 

특히 

퇴적환경 

수직적，수평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5.2 상조합 및 

퇴적상의 

대상으로 

때문 

분석과 아울러 수직적， 수평적 

올바른 퇴적환경 해석에 있어서 

퇴적물이 쌓이는 지구 표면의 특징적인 부분을 지칭하는 

지형에 따라 구분된다. 예를 들면 선상지， 선상지 -삼각주， 

해저 협곡， 심해저 선상지， 해저평원 등이 있으 

따라 세분될 수 있다. 각 퇴적환경은 특정적 

형성하며， 따라서 현재 지구상에 

퇴적상 분석 및 상조합의 해석을 

퇴적환경을 유추하게 되는 

퇴적상 변화와 상 

요소가 된 

분포하는 

통해 

것이다. 

회수가 어렵기 

필수적인 

시추를 실시할 경우에는 완벽한 형태를 유지한 미고결 시료의 

대륙사변， 

형태적 

퇴적상 조합을 

내지는 퇴적물의 정밀한 

지질시대 동안에 이들이 

금번 연구에서는 각각의 퇴적상 분석에 

퇴적상 

것이 

대륙대， 

특정에 

뺀
 뾰 

파
-
처
「
 

젠
 펜
 

을
 
퇴
 

C--

、
닌
。
 

트
「
 

개개의 

인지하는 

ul 
^ 

에 

조합의 

다. 여기서 

것이며， 이는 

강， 호수， 대륙붕， 

며， 각각의 퇴적환경은 

인 퇴적상， 퇴적작용 

지질시대별 퇴적층 

과거 

이런 경우에는 

미 

~l- ol 
õ~ 

의한 퇴적작용 해석과 아울러， 연구지역 

-44-

역으로 서 



각측 

분포 특성을 파악， 보다 

분포에 따른 시추공 퇴적물의 수직적， 수평적인 퇴적상 대비를 

선별 퇴적단면을 분석 (그림 5- 2-5- 7) , 공간적인 퇴적상의 

종합적으로 퇴적환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위하여 고결 

조사지역에서 관찰되는 전체적인 수직적 퇴적상조합의 특징은 여러개의 퇴적상 

이 뚜렷한 규칙이 없이 서로 교호하지만 전체적으로 조립질 (때로는 왕모래 내지는 

잔자갈을 포함) 모래층으로부터 시작하여 점토층으로 끝나는， 즉 상부로 가면서 세 

보이는 0.5-2.9 m 두께의 연속체가 반복적으로 것으로 는
 

되
 

처
 「

누
 
’ 경향을 립화하는 

연속체 퇴적물의 미고결 연구지역 이와 같이 4- 2-4- 3). 있다 (그림 특정지을수 

유체강도 당시의 퇴적될 퇴적물이 것은 보이는 퇴적경향을 일정한 (sequence)가 

증가한 유수에 의하여 자갈을 포함하는 조립질의 역질 내지는 사질 퇴적물이 퇴적 

되고， 이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유수의 세기가 점차로 감소함에 따라 세립질 퇴적물 

쌓이게 되고， 아울러 유수가 호수로 유입될 때 양측의 밀도차이에 의해서 

표면으로 부유됐던 점토질 퇴적물이 천천히 침전되면서 모래층위에 퇴적되는 

의 퇴적과정을 거치면서 상향세립의 경향을 보이는 연속체가 퇴적된 것으로 해석할 

유입된 세기가 주변 계곡부로부터 즉，홍수시 변화와 관련이 있다. (f1ow power) 의 

호수 

일련 

이 

수평적인 퇴적상 대비 (그림 5-2-5-7)에 의하면 점토층 

양호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호성퇴적층에서 관찰되는 

호수의 횡단면도를 의미하는 A, B, D, E, F 측선 단면의 경 

5 2~5- 3, 5-5~5 7), 점토층 두께의 변화는 있으나， 횡적인 연장성은 매 

특히 B측선의 경우는 호성퇴적층으로 해석되는 점토층의 두께가 6-7 

분포하나 14번과 l번 시추공에서는 매우 두꺼워지며， 다시 3 

앓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림 5-3) , 이는 점토층이 

수 있다. 

시추공들의 

횡적인 연장성이 매우 

징적인 퇴적양상이다. 

우(그림 

우 양호하다. 

번 시추공에서는 앓게 

조사지역 

。

'-

연변 (6, 7, 3 먼 시추공 지역)과 호수 중심부 (14, 1번 시추공 지역)의 

보여주는 것이다. 호수의 종단면도를 의미하는 C측선 단면의 경 

우는 (그림 5-1), 11번 시추공에서 3번 시추공으로 가면서 점토층의 두께가 현저하 

두꺼워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림 5-4) 이러한 현상 역시 퇴적당시의 

것이다. 점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래， 모래/점 

층형을 보이는 

쌓일 시추공으로 가면서 

호수 

극명하게 

당시의 

위치를 

번 

호 게 

보여주는 명확하게 형태를 수의 

쐐기 형 태 ( wedge-shape)의 

조립질 퇴적물이 

연변부에 

역질의 

퇴적됨으로써 

첨멸하는 

계곡을 따라서 유입된 사질 내지는 

중심부까지 이동되지 

횡적으로 자갈층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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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못하고 호수의 

저수 미고결퇴적물은 

동심원상으로 조립질 퇴적물이 퇴적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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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또는 호수 주변의 계곡을 따라서 발달하는 하천들을 통해서 유입된 퇴적물이 호 

수 내지는 저수지와 같은 정지된 수괴와 만나면서 퇴적된 호성퇴적물로서， 호수 연 

변을 따라서는 사질 내지는 역질의 조립질 퇴적물이 호수 중심부에서는 주로 두꺼 

운 점토질 퇴적물이 쌓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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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지구물리탐사 

6.1 전기비저항 탐사 방법 

금번 조사에서는 지하지질구조탐사를 목적으로 쌍극자 배열 전기비저항 탐사 

(Dipole- Dipole Array DC Electric Resistivity Survey)를 수행하였다. 쌍극자 배열 

전기비저항 탐사는 국내에서 심도 100-200 m 내외의 암반지하수 개발을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탐사방법이다. 본 조사에서는 천부 지구조양상을 조사하 

기 위하여 3 m , 5 m 간격으로 전극을 배열하였으며， 두 개의 측선 (Fig. 6-1; 

AN- 1 측선， AN- 2 측선)에서 전기탐사 결과를 얻었다. 

전기비저항 탐사는 전류전극에서 인공적으로 대지에 전류를 공급하여 전위를 일 

으키게 하며， 이때 대지에 공급한 전류의 크기와 이에 의해서 발생한 전위의 크기 

를 측정함으로써 이 두 값의 비， 즉 전기비저항치를 이용하여 변화양상을 탐지하고， 

이를 해석하여 지하의 지질구조， 광상， 지하수， 지열지대의 부존양상 및 공동의 존 

재 여부를 탐사하는 것이다. 본 탐사 방법은 우리 나라에서 지하수 탐사에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탐사방법의 하나로서， 측점 직하부의 심도에 따른 전기비 

저항 분포를 파악하고자 하는 수직탐사 (sounding)와 조사지역의 수평적 전기비저 

항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수평탐사 (profiling)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의 지질은 

소규모의 복잡한 구조를 다양하게 보이기 때문에 수평이나 수직 탐사와 같이 1차원 

적인 탐사결과만을 가지고 지하의 지질구조를 정량적으로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쌍극자 배열 전기비저항 탐사는 지하의 2차원적 수직 

수평탐사를 신속하게 행할 수 있어 비교적 광역적으로 지하 2차원 구조， 특히 전 

기 전도도 구조 (geoelectric structure)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전극간격 전개수 

(number of separatÌon) n을 조정함으로써 수직변화 양상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 

다. 그러나 쌍극자 배열방법에 의한 비저항 탐사시 지표천부의 수평적 전기전도도 

변화 (lateral conductivity variation)에 대단히 민감하므로 그로부터 야기되는 이상 

대를 정확히 해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쌍극자 배열 전기비저항 탐사법은 그림 6-2에서와 같이 전류전극과 전위전극의 

간격을 모두 a로 일정하게 고정하고 전류전극과 전위전극 사이를 a, 2a, 3a, na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하면서 전위차를 측정하여 겉보기 비저항 값을 계산한다. 

여기서 전극간격 a는 탐사목적， 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쌍극자 배열의 겉 

보기 비저항은 두개의 전류전극에 흘려준 전류의 세기를 1, 두 개의 전위전극 사이 

의 전위차를 L1 V라 하면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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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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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식도. <그림 6- 2> 쌍극자 전극배열 비저항 전기탐사법의 

(1) L1 V Pa= η(n+ 1)( η+2)πa -/ 

비저항으 

450로 중심에서 

1, 2 위치에 

겉보기 쌍극자 배열법으로 얻어진 측정값 (L1 V/I)을 (1)식을 이용하여 

로 환산한 다음， 그림 6-2에서와 같이 전위전극 중심과 전류전극의 

경사선을 그어 만나는 

고， 전위전극이 6, 7 위치에 

값은 며의 위치에 기록된다. 

보기 비저항 도면을 

section) 2.} 한다. 

위치가 그 

있 

전위차에 의해 계산된 겉보기 비저항 

및 수직탐사법을 혼합시킨 2차원적인 

전류전극이 그림 5→2에서는 

있으므로 측정된 

이것은 수평 

기록한다. 점에 

겉 

(pseudo 

아니 

거쳐 

참비저항 값도 

해석과정을 

위해서는 

비저항 도면을 가단면도 

실제의 

역산 등의 

구하기 

값은 

주는데 

그러나 이 가단면도에 기록되는 

실제 위치도 아니므로 

이 겉보기 제공하여 

적절한 며，기록되는 

야 한다. 역산 바
 
다
 

정확.한 지하 전기비저항 측정 자료로부터 

。1

컴퓨터 

설정한 후， 

Bl-남LQ_ 
。닙 E 

가상적인 2차원 전기비저항 모형을 

탐사 자료와 맞추는 계산하여 현장 

54-

역산은 

이론적으로 

이용한다. 

에 의한 모형반응을 

Gnversion)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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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 Core sites and DC resistivity survey lines in the resear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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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기탐사 결과 

그림 6-3과 그림 6-4는 AN- 1 측선의 전기탐사 결과로서 전극간격은 3m이며 

측선을 전개하였다. 탐사 결과， 풍화토까지의 평균 심도는 약 6m이며， 

기반암은 약 10 m 깊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측선의 양단으로 갈수록 풍 

1) AN- 1 측선 

총 96 m의 

측선 36-45 m 사이 지점의 지표 가 화토 및 기반암이 얄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충진된 것으로 까이에 위치한 이상체는 주위의 점토와는 다른 것으로 매립과정에서 

판단된다. 

가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가상 모형에 의해 계산된 가단면도와 현장 측정 결과 

어진 가단면도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주어진 가상 지하구 

이론자료를 계산하고 그 이론자료와 현장 탐사자료간의 오차로부터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하구조를 계산하며 이러한 과정을 오차가 원하는 값 이 

하가 될 때까지 컴퓨터가 반복 수행한다. 본 조사에서 얻어진 쌍극자 배열 전기비 

저항 탐사 자료는 이와 같은 역산을 통하여 지하의 비저항 분포를 해석하였다. 

2) AN- 2 측선 

그림 6-5와 그림 6-6은 AN- 2 측선의 전기탐사 결과로서 이 측선의 전극간격은 

측선을 전개하였다. 탐사 결과 전체적으로 약 5-6 m 깊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총 185 m의 

와 11-12 m 깊이에서 매질의 

5 mO] 며 

본 측선상에서 판단 

평균심도는 11-12 m 

분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풍화토의 되는 호수의 실제 깊이는 5-6 m이며， 기반암기원 

깊이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반암은 10-15 m 갚이에 

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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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ole Spacing 3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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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저항 단면도. 2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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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고생물학적 이용한 화분분석을 7,1-o 7 제 

론 7.1 서 
。1 。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초본류와 목본류 식물들은 각각 그들이 서식하기에 

모식 물 (mother plants)로 

못하 

습지 

다하지 

수중이나 

으
근
 

능
 
나
 

기
 
러
 그

 

그
 

하지만， 

것도 상당수에 이른다. 

생산한다. 

위한 기능을 

포자，화분을 

종자형성을 

계속적으로 

。
-
」

닝
τ
 

화
 

’ 

여
 

자
 
하
 

포
 
하
 

탁
，
 

며 생활사를 통해서 

이탈된 부터 

고 지면에 소실，분해되는 

운반， 퇴적되는 포자， 화분은 못한 환경에 공급이 용이하지 산소의 비교적 와 같은 

조성 을 조사함으로써 지 구상의 포자，화분의 화석화된 그러므로 남는다. 화석으로 

포자， 

(sporopollenin)이라고 하는 유기질복합체 

미화석들보다 보존되기에 

있다. 정확히 파악할 수 형태와 분포양상을 

미화석의 구성물질은 스포로폴레닌 

이루어져， 타 구성물질 (예， 석회질， 규질)로 

존재한 식물의 걸쳐 지질시대에 

화분 

이루어진 로 

모식물들은 생산하는 포자， 화분을 있다 (Traverse, 1988). 가지고 용이한 장점을 

한편 반영한다. 육지에서 서식하므로 그 당시의 자연환경조건， 기후조건 및 시대를 

(aquatic plant) 수서식물 u1 
^ 조류 (freshwater algae) t파각二λ4 o 。호수에서는 연못이나 

흐름의 

영양염류 공급도와 같은 물리-화학적인 요인에 따라 다양성 (diversity) 및 산 

수온변 세기， 물
 

。 01 c1 -'= 
ìT님되 」수심，강으로부터 호수의 이들은 이 서식하는데 

화및 

따라서 퇴적물에서 추출된 이들의 산출양상을 

규모뿐만 아니 라 영 양염 류 상태 와 호수의 입 구 (proximal) 

인지 출도 (abundance)가 결정 된다. 

함으로써， 호수나 연못의 

를 알아낼 수 있다. 

포 

변화 

문화층으로부터 산출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출된 화석으로 자연환경 

인간의 정착시기와 경작지 개발 등을 밝혀 

발굴지의 이후의 퇴적층과 유적 

자， 화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와 인간간섭 (human impact), 즉 

1950년 대 부터 제4기 

냄으로 

있다 (예: 최기룡， 

1992a, b; 윤순옥， 1997; Troels- Smith, 1960; Dimbleby , 1963, 1985; Martin , 1963; 

Bryant & Holloway, 1983, 1996; Bryant, & Hall , 1993; Hall , 1985; Tsukada et al., 

이용되고 고환경 복 원 (palaeoenvironmental reconstruction) 에 써 

1986; McAndrews, 1988). 

연구에서 실시한 빈도수를 산출과 1) 화분의 R..;<.~ 드L -, -, '-연구의 고생물학적 금번 

복원， 2) 산출된 미화석 고환경의 퇴적층의 지질시대， 고기후 및 연구지역 이용하여 

을 근거로 인간간섭에 의한 자연환경변화의 인지， 3) 담수조류와 수서식물의 산출을 

연구 것이다. 

시추공에 대해서 화분분석을 실시 

연구를 위하여 본 규모 등을 밝히는 호수의 존재했던 

시추공중에서 

이용하여 과거 

지 역 147~ 시료 상태가 양호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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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Fig. 7-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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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Topographic and core location map for spore and pollen grains in 

the resear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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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분석 n1 
7Ç 7.2 실험 

시추공으로부 시추시료중 8개의 얻어진 총 14개의 연구지역에서 연구에서는 본 

이하로써 시료채취는 깊이에 따라 변 

채취된 시료는 시추번호와 깊이 

깊이까지 존재하는 기반암이 시추는 

대부분 10 m 

시료가 이용되었다 (Fig. 7-2). 

시추깊이는 

층위에서 

루어졌으며 각각의 

화하는 퇴적층의 

557H 의 터 

이루어졌다 (Fig. 7-2) . 

운반， 실내로 하여 않도록 섞이지 시료와 넣어 다른 표시한 시료용 비닐봉지에 E프 
E프 

시 료를 500ml 플라스틱 통 (Faegri and Iversen, 1989) 에 따라 30g의 tll-남1 
。 닙 표준실험 

6 다음 30분간 Water Bath에 서 부
 
’ 2→3배정도 

1 

·
、
이
 

석
 
응
 

한
 반
 

시
 

(15%)를 넣고 KOH 에 
H 
T 

묶
 

즈
 
。후

 
기
」
 

오
 해 

이상 세척을 실시하였다. 세척한 시료는 ZnClz (비중 2.0)법에 의한 비중분 

리 를 실시 하여 유기 질 인 화분 및 담수조류 미 화석 을 추출， 농축한 후 glycerin jelly 

이용하여 광학현미경관찰용 박편을 2개 이상 제작하였다. 따라서 

튜브에 끝나면 원심분리기 온도로 중탕하였다. Ooc 의 

어 3회 

이 연구에 본 E프 

E즈 

박편을 분석함으로써 화분 분류작업이 수행되었다. 

개체수를 300으로 하여 화분이 3007H 체가 도달할 

숫자에서는 관찰 (scanning)만 하여 보존상태가 양호한 

용된 1l07H 의 

화분 분석은 각 시료당 기준 

때까지 세었으며， 그 이상의 

E↓걱二 
o 

들
 

만
 

개체는 현미경 사진촬영을 위해 위치를 적어 놓았다. 또한 화분과는 

조류에 대해서도 개체수를 세었다. 그런 다음 각 시추공의 화분 

어 깊이 (시 대)에 따른 도수 (frequency)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부록 1 - VIII 참고) . 

별도로 

까、퍼11 E è~ ..Q.. -,-'0 i:즈 

목본 

7.3 연구결과 

연구지역에서 산출된 포자 화분 및 담수조류 미화석은 아래와 같으며 

화분 14종류， 초본화분 14종류와·포자 4종류， 그리고 담수조류 9종류이다. 

본 

목본화분(Arboreal Pollen: AP): Pinus(소나무屬)， Picea(가문비 나무屬)， Quercus 

Corylus/ Carpinus( 개 PterocaTγa(중국굴피 나무屬)， Betula(자작나무屬)， (참나무屬) , 

Ulmus/Z elkova(느릅나무屬/느티 나무 

Juglans(가래 나무혐) , 

암나무屬/서 어 나무屬)， Castanea(밤나무屬) , 

Alnus(오리 나무屬)， Salix(버 드나무屬)， Tilia(피 나무屬) , 

Lαrix/Pseudotsuga( 잎 갈나무屬/미 송屬)， Taxodium(낙우송屬) . 

屬), 

Cyperaceae(사초科)， Graminae(벼科) , NAP): Pollen: 초본화분(Non - arboreal 

Persicaria( 여 뀌 Artemisia(쑥屬) , Chenopodiiaceae( 명 아주科) , Copositae(국화科) , 

Smilacipites, Plantago(질경 이屬) , Lu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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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phar, 

Calystegia 

Fagophyrum(모밀 屬), 

Valeriana, Geranium, 

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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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자(Monolete ， Trilete Spores): Polypodiaceae(고란초科)， Lycopod따ceae(석송 

科 ), Osmunda(고비屬)， Sphagum, Ceratopteris. 

담수조류(Freshwater algae): 

Zygnematacean Zygospore: Gelasinicysta vangeelii, Sprirogyra, Lecaniella, 

l'vf ougetia 

Chlorophytes: Botryococcus 

Prasinophytes: Micrystridium, Sigmopollis 

Unknown affinity freshwater algae: Arcella, Chomotriletes 

7.3.1 화분 대 (Pollen Zone) 

본 연구지역에서 산출된 주요 화분의 출현율을 기준으로 2개 화분대 (2 Pollen 

Zone)로 구분하였으며， 하부에서 상부로 화분대 I 과 II로 각각 설정하였다 (부록 

1 - VIII). 각 시추공에 대해서 설정된 화분대는 다음과 같다. 

가- 제 1 시추공 (Core No. M1: 부록 I 참고) 

O 화분대 1 (Pollen Zone 1): AZnus- Quercus- Pinus (깊이 6.27-5.0 m) 

낙엽성 활엽수인 오리나무속 (Alnus) 이 본 화분대에 걸쳐 최우점을 차지하면서 

화분대 II가 시작되는 하부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본 화분대 

에서 두 번째의 우접 종으로 나타난 초본화분의 벼과 (Graminae)는 화분대의 중간 

갚이 (5.85 m)에서 증가하다가 상부에 이르면서 급격한 감소를 나타난다. 쑥속 

(Artemisia) 및 명아주과 ( Chenopodiiaceae)들도 본 화분대에서 비교적 높은 산출도 

를 보인다. 고란초과 (Polypodiaceae)의 포자는 화분대의 최하부에서 높은 산출도 

를 보이다가 상부로 갈수록 감소하다가 본 화분대의 경계부에서 다시 약간 증가하 

는 양상을 보인다. 개암나무속/서어나무속 (Corylus/ Carpinus)과 Ulmus/ Z elkova 

(느릅나무속/느티나무속)들도 본 화분대에 걸쳐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난다. 또한 

본 화분 대 에 서 는 담수조류 인 Chomotriletes , Sigmopollis spp. , Spirogyra spp. 및 

Arcella sp. A가 풍부하고 다양하게 산출된다. 특히 Sigmopollis spp.는 본 화분대 

의 상부에서 최대의 산출을 보이다가 화분대 II에서 산출양상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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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화분대 II (Pollen Zone 11): Pinus (깊이 4.9-3.0m) 

본 화분대에는 목본화분보다 초본화분에 속하는 것들이 더욱 높은 산출도 및 

다양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벼과 (Graminae) 화분은 본 화분대의 전 구간 

에 걸쳐 최우점으로 산출되는데， 상부로 갈수록 산출도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며， 

명아주과 ( Chenopodiaceae)와 쑥속 (Artemis따)도 높은 산출도를 보인다. 화분대 I 

에 이어서 소나무속 (Pinus)과 가문비나무속 (Picea) 이 약간 더 높은 산출도를 보 

여주고 있으며 상부 구간으로 갈수록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그 외 참나무속 (Quercus) , 잎갈나무속/미송속 (Larix/ Psedotsuga) 및 낙우송 

속 (Taxodium)도 양호한 산출도를 보여 주고 있다. 고란초과(Polypodiaceae)도 풍 

부하게 산출되며 상부로 가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골풀과 (Juncaceae)의 

Luzula는 본 화분대에서만 산출되는 것이 특정적이다. 또한 담수조류중 

Gelasinicysta vangeelii는 본 화분대에서의 하부 구간에서 높은 산출도를 보이다가 

상부로 가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Micηstridíum과 Cymatiosphaera는 본 

화분대에서만 산출되고， 반대로 Simopollis spp.는 화분대 I보다 산출도가 상당히 감 

소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관찰된다. 

나. 제 3 시 추공 (Core No. M3: 부록 II 참고) 

O 화분대 II (Pollen Zone II):' Graminae- Pinus (깊이 7.0- 2.5 m) 

벼과 ( Grarninae) 화분이 본 화분대의 전 구간에 걸쳐 최우점으로 산출되며， 상 

부로 갈수록 산출도가 증가하면서 2.5 m 깊이에서 최고의 산출도를 나타낸다. 침 

엽수인 소나무속 (Pinus)과 가문비나무속 (Picea) 역시 전 구간에 걸쳐서 두 번째의 

우점 종으로 산출된다. 쑥속 (Artemisia)과 고란초과 (Polypodiaceae)들도 본 화분 

대의 전구간에 걸쳐서 풍부하게 산출된다. 낙우송속 (Taxodium)과 사초과 

(Cyperaceae)는 본 화분대의 하부 구간에서 풍부하게 산출되다가 상부 구간으로 갈 

수록 산출빈도수가 감소한다. 이와는 반대로 명아주과 ( Chenopodiaceae)는 하부 구 

간에서 상당히 낮은 산출도를 보여주나 상부 구간으로 가면서 풍부하게 산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담수조류는 최하부 깊이에서는 산출되지 않다가 상부로 갈수록 여 

러 종 이 산출되 는 데 그 중 Micrystridium , Spirogyra sp. A 및 Chomotriletes 등은 

상부인 2.5 m 깊이에서 비교적 높게 산출되는 것이 특정이다. 

다. 제 5 시 추공(Core No. M5: 부록 III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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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화분대 11 (Pollen Zone 11): Pinus (깊이 1.5-1.1 rn) 

본 화분대 역시 벼과 (Graminae)와 침엽수에 속하는 기냥이 두개인 소나무속 

(Pinus) 그리고 가문비나무속 (Picea) 이 전 구간을 통해 최대 우점 종들로 산출된 

다. 쑥속 (Artemis따)은 최하부 깊이 (1.5 m)에서는 낮은 산출을 보이지만 상부로 

가면서 비교적 풍부하게 지속적으로 산출된다. 그 외에 낙우송속 (Taxodium)과 고 

란초과 (Polypodiaceae)가 전 구간에 걸 쳐 서 대 단히 낮은 산출도를 나타내 는 것 이 

특징적이다. 담수조류는 전 구간에 걸쳐 다양도 뿐만 아니라 산출도 (abundance) 

가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본 화분대에서는 Spirogyra spp.와 Gelasinicysta 

vangeelii가 특징적으로 산출된다. 

라. 제 8 시추공(Core No. M8: 부록 IV 참고) 

O 화분대 1 (Pollen Zone 1): Alnus-Quercus- Pinus (깊이 3.6-2.1 rn) 

오리나무속 (Alnus) 화분이 본 화분대의 전체구간에서 풍부하게 산출되며， 특히 

하부 구간 (3.3 m)에서는 최고의 우점으로 산출되다가 상부 구간으로 갈수록 산출 

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또한 참나무속 (Quercus)이 전체적으로 풍부하게 산출되는 

것이 특정이다. 그 외에 벼과 (Graminae) , 사초과 ( Cyperaceae) 그리고 고란초과 

(Polypodiaceae)가 화분대의 전구간에 걸쳐 풍부하게 산출되며， 앞의 두 화분은 상 

부 구간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에 세 번째의 고란초과 포자는 상부로 갈수록 약 

간 감소한다. 쑥속 (Artemisia)도 비교적 전구간에 풍부한 산출을 나타낸다. 본 

화분대에서 담수조류는 Gelasinicysta vangeelii가 특히 상부구간에서 풍부하게 산 

출되 는 것 이 특징 적 이 며 , Spirogyra spp. , Arcella sp. A 및 Chomotriletes 등도 비 

교적 풍부하게 산출된다. 

O 화분대 11 (Pollen Zone 11): Pinus (깊 이 1.8-1.0 rn) 

벼과 (Graminae)와 침엽수인 기낭이 두 개인 소나무속 (Pinus) 화분이 하부의 

화분대 I보다 상당히 높은 산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구간에 걸쳐 우점으로 산출 

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초과 (Cyperaceae)와 참나무속 (Quercus)은 제 1 화 

분대와 변함없이 풍부하게 산출된다. 쑥속 (Artemisia) 역시 화분대 II의 하부 경 

계깊이 (1.8 m)에서 갑자기 높은 산출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명아주과 

( Chenopodiiaceae)는 화분대 I보다 산출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낸다. 본 화분대에서 

오리나무속 (Alnus)은 최하부 구간만 제외하고는 거의 산출되지 않는다. 본 화분대 

역시 하부의 화분대 I과 같이 풍부하고 다양한 담수조류의 산출양상을 보여주고 있 

-69-



는데， 특히 Spirogyra sp. A는 대단히 높은 산출도를 나타내지만， 반면에 화분대 I 

에서 담수조류중 우점 종으로 나타났던 Gelasinicysta vangeelii는 본 화분대에서는 

산출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마. 제 9 시 추공 (Core No. M9: 부록 V 참고) 

O 화분대 1 (Pollen Zone 1): Alnus- Quercus- Pinus (깊이 2.5-1.7 m) 

본 화분대에서는 오리나무속 (Alnus) 이 최고의 우접 종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들이 상부로 가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특정이다. 고란초과 (Polypodiaceae) 역 

시 본 화분대에서 우접 종 중의 하나로서 상부 구간으로 갈수록 급격히 증가한다. 

그 외에 참나무속 (Quercus)도 본 화분대의 최하부 (2.5 m) 구간에서 비교적 풍부 

하게 산출되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잎갈나무속/미송속(Larix/Psedotsuga) 

은 본 화분대의 전구간에 걸쳐서 뚜렷한 산출도의 변화없이 계속적으로 산출된다. 

담수조류는 본 화분대에서 Chomotriltes , Spirogyra sp. A 그리고 Simopollis spp. 

만이 산출된다. 

O 화분대 11 (Pollen Zone 11): Graminae-Pinus (깊이 1.5-1.0 m) 

벼과 (Graminae)와 침엽수인 소나무속 (Pinus) 화분이 본 화분대의 전구간에 

걸쳐 우점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하부의 화분대 I보다 뚜렷하게 높은 산출도를 보이 

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오리나무속 (Alnus)과 고란초과 (Polypodiaceae)는 대단 

히 낮은 산출도를 나타내고 있다. 참나무속 (Quercus)도 화분대 I보다 비교적 높 

은 산출도를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사초과( Cyperaceae)도 화분대 I 중 최하부 

구간 (2.5 m)만 산출되던 것이 본 화분대에서는 전 구간에 걸쳐서 산출된다. 화분 

대 I에서는 산출되지 않던 Gelasinicysta vangeelii와 Arcella sp. A가 본 화분대의 

전 구간에 걸쳐 산출되고 있으며 반면에 Chomotriletes는 전혀 산출되지 않는다 

또한 Spirogyra spp.의 산출이 최상부 구간 (1.0 m)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특 

징적이다. 

바. 제 10 시추공(Core No. M10): 부록 VI 참고) 

O 화분대 1 (Pollen Zone 1): Alnus- Graminae (깊이 4.0- 3.0 m) 

본 화분대의 특징은 오리나무속 (Alnus) 이 전 구간을 걸쳐서 최우점을 차지하 

변서 상부 구간으로 가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고란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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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podiaceae)의 포자 역시 본 화분대의 전 구간에서 높은 산출을 나타내는 것이 

특정이다. 그러나 벼과 (Graminae)는 다른 시추공들의 제 1화분대와는 달리 비교 

적 낮은 산출도를 보여준다. 또한 쑥속 (Artemis따) , 참나무속 (Quercus) 및 낙우 

송속 (Taxodium) 화분들은 전 구간에 걸쳐서 비교적 양호한 산출양상을 나타낸다. 

그 외에 침엽수인 소나무과 (Pinus)와 가문비나무과 (Picea)도 본 화분대의 최하부 

구간 (4.0 m)에서 비교적 높은 산출을 보이다가 상부로 가면서 급격히 감소한다. 

본 화분대에서는 담수조류 중 Chomotriletes가 풍부하게 산출되는 것이 특정이며， 

이 외 에 Spirogyra sp. A, Arcella sp. A, M ougeotia 및 M icrystridium 등 이 

양이지만 전 구간에 걸쳐서 산출된다. 

적은 

O 화분대 11 (Pollen Zone 11): Pinus (깊 이 2.5- 1.9 m) 

벼과 (Graminae) 화분이 본 화분대의 전 구간에 걸쳐 최우점 종으로 산출되며 

이들은 상부로 가면서 산출도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와 함께 명 

아주과 ( Chenopodiaceae)도 높은 산출도를 나타내는데 최상부 구간 (1.9 m)에서는 

감소한다. 화분대 I에 이어서 소나무속 (Pinus)과 가문비나무속 (Picea)이 비교적 

양호한 산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상부 구간으로 갈수록 급격히 증가한다. 오리나 

무속 (Alnus)은 본 화분대에서는 한 구간 (2.5 m)의 극히 적은 양의 산출을 제외하 

고는 전혀 산출되지 않는 것이 특정이다. 참나무속 (Quercus)과 낙우송속 

(Taxodium)은 하부인 화분대 I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변화 없이 계속적으로 산출된 

다. 또한 본 화분대에서는 명아주과 ( Chenopodiaceae)와 국화과 (Compositae)가 비 

교적 풍부하게 산출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 외에 고란초과 (Polypodiaceae)는 

화분대 I보다는 낮은 산출도를 보이지만 전 구간에 걸쳐서 비교적 풍부하게 산출된 

다. 본 화분대에서는 하부 화분대에서 비교적 풍부하게 산출되었던 Chomotriletes 

가 거의 산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Gelasinicysta vangeelii와 Mougeotia는 본 화분 

대의 특정구간 (2.5 m)에서 비교적 높은 산출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사. 제 11시추공(Core No. M11: 부록 VII 참고) 

O 화분대 11 (Pollen Zone 11): Pinus (깊 이 1.9-0.8 m) 

본 화분대의 특징은 벼과 (Graminae) 화분이 전 구간에 걸쳐 최우접 종으로 산 

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침엽수에 속하는 소나무속 (Pinus)과 가문비나무속 (Picea) 

도 역시 우점 종으로서 상부 구간으로 갈수록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사초과 ( Cyperaceae)와 쑥속 (Artemisia) 그리 고 참냐무속 (Quercus)도 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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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보여주 

명아 풍부하게 산출되고 있다. 

비교적 양호한 산출도를 

변함없이 비교적 분대의 전 구간을 통해서 

주과 ( Chenopodiaceae)와 (Taxodium)도 품
 

나
 
「

갈수록 역시 양호한 산출을 보이지만 상부로 고 란초과 (Polypodiaceae)도 있다. 고 

담수조류는 Spirogyra spp.가 본 화분대의 서서히 감소하는 산출을 보여주고 있다. 

종으로 산 전 구간에 걸쳐 나타나지만 특히 상부 구간 (l.0- 0.8 m)구간에서는 우점 

것이 특징적이다. 그 외에 Gelasinicysta vangeelii와 Cymatiosphaera가 최 

양호하게 산출된다. 비교적 

는
 

디
 커
 

-
줄
 상부 구간 (0.8 m)에서 

아. 제 12 시추공(Core No. M12): 부록 VIII 참고) 

O 화분대 1 (Pollen Zone 1): Alnus-Quercus-Pinus (깊이 2.2-2.0 m) 

본 화분대의 고란초과 (Polypodiaceae)가 전 특징은 오리나무속 (Alnus)과 함께 

구간 (2.0 그 리 고 Baculatisporites도 특 정 종으로 산출된다. 구간을 걸쳐서 최우점 

(Artemisia) , 참나무속 그 외에 쑥속 특징적이다. 것이 풍부하게 산출되는 m)에서 

(Pinus)과 가문비나무 까、 11조뜨죠: 
....L- -, , -, 침엽수인 그리고 (Taxodium) 낙우송속 (Quercus) , 

본 화분대에서 있다. 

특정이다. 

양호한 산출을 보이고 

는 담수조류 중 Chomotriletes가 풍부하게 산출되 는 것 이 

비교적 속 (Picea)도 전 구간에 걸 쳐 서 

산출되며， 

명 아주과 ( Cyperaceae)와 
묘
 

걷~Ä-1 o 구간에서 

특정이다. 

O 화분대 II (Pollen Zone 11):. Pinus (깊이 1.6-0.8 m) 

벼과 (Graminae)의 산출도가 본 화분대의 

상부로 가면서 서서히 감소하는 것이 

저 
'--" 

。l ξ득~ , i'는 

보이지만 최상부 역시 벼과 (Graminae)와 비슷한 산출양상을 국화과 (Compositae) 

가문비나무속 떨어진다. 소나무속 (Pinus)과 

높은 산출도를 나타내면서 최상부 구간에서 

산출도가 급격히 m)에서 (0.8 구간 

걸쳐 (Picea)도 본 화분대의 전 구간에 

것이 담수조류는 특정구간 (l.6 m)에서만 본 화분대의 특정이다. 증가하는 급격히 

A , sp. Arcella A, sp. Spirogyra Mougeotia, 

특징이다. 

vangeelii’ 

함께 산출되는 것이 

종 ( Gelasinicysta 

Miclγstridium) 이 

여러 

군집 (Freshwater Algae Assemblages) 7.3.2 담수조류 미화석 

양 Ä-1 트L 
-, '-一매우 비해 미화석에 포자， 화분 시료에서 분석한 전체의 담 /-.72"

T:J二ìT ττ

얄은 

(Unknown 

대체적으로 

서 식 하는 Zygnematacean 

그리고 소속불명 

이들 조류화석들은 

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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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 

(시료당 10-1407B 체)이 화석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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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nity) 의 담수조류들이다. 담수조류의 각 시추공에 따른 산출 빈도수는 부록 

CAppedices 1-VUD에 포자， 화분.미화석의 산출도에 첨가하였다. 

7.4 식생변천 

한반도에서는 6,000 y r. B.P 를 전후한 시기에 남북을 축으로 하여 동해안과 서 

해안지역 저지대의 화분 우점종이 다르다 (최기룡， 1997). 즉 서해안 저지대의 화 

분분석 결과에 의하면 약 10,000 y r. B.P. 이후 참나무속→오리나무속→소나무속의 

산림 변천과정을 보이는 반면에 동해안 저지대에서는 참나무속→소나무속의 변천과 

정을 보인다. 본 연구의 화분분석결과는 위의 산림 변천과정에서 6,000 yr. B.P. 이 

후인 오리나무속→소나무속의 산림 변천과 잘 일치가 된다 

금번 연구에서는 각 화분대를 대표하는 화분과 각 화분대에 있어서 산출도가 

높은 화분， 포자를 고려해서 식생형을 결정하여 정리하였다 CTable n 즉，1) 침엽 

-낙엽 활엽 수 혼합림 CMixed coniferous and deciduous broad- leaved vegetation) , 그 

리 고 2) 침 엽 ←상록활엽 수림 CConiferous vegetation and Evergreen broad- leaved 

vegetation forest)으로 구분할 수 있다. 

Table 7- 1. Schematic diagram of Pollen Zone represented by dominant taxa and 

vegetation type in H wasung area 

Pollen Zones Dorninant Taxa Vegetation Type 

Pollen Zone U 
Graminae, Artemis따， Pinus , Coniferous vegetation and 

Pinus 
Cyperaceae, Chenopodiaceae, Evergreen broadleaved 

Fagophyrum vegetatlOn 

Alnus, Graminae , Quercus , Mixed coniferous and 
Pollen Zone 1 

Tilia , Polypodiaceae, deciduous broadleaved 
Alnus- Quercus- Pinus 

Chenopodiaceae vegetation 

가. 침엽 낙엽활엽수 혼합럼 (화분대 1 : Pollen Zone I) 

이 시대동안의 식생은 목본식물로서 침엽수인 소나무속과 함께 오리나무속， 참 

나무속 및 느릅나무속/느티나무속의 닥엽활엽수가 우점하는 침엽-낙엽활엽수 혼합 

림으로 저지의 산림지대에서 번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목본식물 외에 낙 

우송속， 피나무속 등도 본 화분대에 비교적 양호하게 산출된다. 이 외에 초본식물로 

는 벼과. 쑥속 및 사초과들도 비교적 양호하게 산출되지만 목본식물보다는 전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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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전체적으로 낮은 비율로 산출-된다. 

나. 침엽 -상록활엽수럼 (화분대 11 : Pollen Zone 11) 

내
 

도
 
무
 

타
 
양
 
나
 

나
 
다
 
리
 

을
 
은
 
오
 

처
디
 
노고
 

우
!
 

달리 

가장 큰 특징은 침엽수인 소나무속이 전 시대에 걸쳐 

있으며， 동시에 벼과， 사초과， 명아주과 및 국화과 같은 초본화분의 

와 풍부한 산출 및 고란초과의 포자의 급증이다. 또한 전 시대와는 

속의 산출이 

시대의 이 

고 

양호 참나무속은 꾸준히 거의 산출이 안되고 호으-, c• 확연히 감소하던지 

즈
 
。연구지가 식생분포를 군계수준으로 보면 냉온대 한 산출을 한다. 참나무속은 본 

신갈나무 모식 물 (mother plant)은 것으로 는
 짝

 
Kira, 1975) 에 & (Yim 부지역 

대 H 님 
，- τr 

주로 농경지부근의 저지대 산림에서 서식한다. 

살펴보면 식생을 연구지에서의 료￡ 
'---추정되며， 현재 

참나무， 밤나무와 소나무 식물이 

(Quercus mongolica) 로 

7.5 토 의 

충적층 퇴적물에서의 화분 

짧은 연대 (지질시대와 비교했 

7.5.1 지질시대 

일반적으로 후기 빙하기 (약 10,000 yr. B.P.) 이후의 

분석연구가 수행될 때는 보통 1 ，000년 단위의 비교적 

절대연대측정 (C14 ) 이 절대연대측 

추출， 농집하여 측정。 

이탄과 같은 탄소성분을 많이 

상기 같이 수행된다. 

이탄 (peat)을 

충적층에서는 

함유된 퇴적물에 

구분하기 때문에 

흐느 ;;<;4 듬츠 。1
。-， 0-1 보편적으로 

때)를 

;;<;-l..Q.. 
() '---

송L 
口

절대연대측정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므 

충적층에서 화분분석과 절대연대측정을 병행하여 

연구지역의 

않기 때문에 

하지만 본 

존재하지 

빙하기 

이루어진다. 

유한 유기물이 

로 한반도 후기 거‘ ,-이후의 

이루어졌다. 행되었던 기존 자료들과의 대비 를 통해서 상대적인 연대측정이 

(pollen 화분조성 1)의 Zone (Pollen 화분대 구간인 하부 연구지역의 본 

1:31- 01 c:.느 -, c l....!...-화분대와 Pinus- Quercus IIb 설정된 의해 (1979)에 Jo assemblage) 은 

(1990)의 Zone 1 Quercus-Alnus 화분대 및 최 기 룡 (1992a)의 IS - 1 Pinus- Quercus 

시 화분대의 화분조성과 매우 잘 대비되는데， 이들 화분대는 3,500- 2,000 yr. B.P.의 

이루어진 것으로 시 대 는 3,500- 2,000 yr. B.P.에 따라서 화분대 I의 대를 나타낸다 

생각된다 (Fig. 7- 3). 

상부 구간의 화분대 II는 Jo . (1979) 의 IIc Upper Pinus 화분대와 박인순 (1990) 

최기룡 (1992a)의 IS - II Pinus의 화분대의 화분조성과 잘 대 Zone 11 Pinus 및 

것으로 본 나타내는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Fig.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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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화분대는 시대적으로 2,000 yr. B.P. - Present를 

시대는 2，000년 이후에 

비된다. 

화분대의 



Southern 
Hwasung Radiocarbon IIsan East Coast Chollipo Iksan AsanBay Vegetation 

age (yr. B.P.) (Choi, 1993) (Jo, 1979) (Park， 199이 Choi, 1992a) αi ， 1996) 
까his study) 

Present ..J 

Coniferous 
15-111 & v EegvetalOn IIc Zonell Pinus PollenZone 11 ei-rlgereen 1 ，α)()- Upper Pinus Pinus Pinus broad-Ieaved 

Pollen Zone 11 
vegetation 

15-11 Pinus 
2，α)()- U/mus 

+Zelkova 

IIb Zone 1 PollenZone 1 
Alnus Pinus- Quercus 15-1 

-Quercus Mixed Coniferous 
3.000 - Quercus Alnus Pinus & deciduous 

-Quercus Pollen Zone 1 -Pinus broad-Ieaved 15-4 Quercus- Pinus 
vege잉taion Alnus-Pinus 

4α)0-

15-3 
Alnus-Quercus 

Deciduous 5，α)()- -Pinus 
15-2 broad-Ieaved 

Alnus-Quercus vegetaion 

6α)()-、

<그림 7-3> Correlation cliagram of pollen zones established by several authors 

since 6,000 years B.P.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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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간섭 7.5.2 고기후 및 

외에 낙엽활엽수인 참나무속， 피나무속 

초본화분의 출현율이 매우 

오래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변화보다는 기후조건에 의한 식생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따라서 화분대 I 시대는 낙엽성 활엽수들이 서식하기에 

。

T 

過원한 

대부 

토양의 

인간간섭에 의한 자연림 

화분대 1 (약 3,500-2,000 yr. B.P.)은 호습성 인 오리 나무속과 낙우송속 등이 

같은 목본화분이 

보아 것으로 L-].흐 

^'二

점으로 산출되고， 그 

차지하며， 반대로 

조건이 이 시기에 

보다 합리적이 

좋은 기후인 온대의 

것이 의 

/-. 
님 다 

한 기후조건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화분대 II (약 2,000 y r. B.P.)는 잘 보여주는 

까、 
-'-

이와 함께 사초과， 쑥속， 벼과， 모빌속 

급증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낙엽성활엽 

급감과 함께 

인간간섭시기를 

시기이다. 화분대 I과는 달리 목본화분인 오리나무속과 낙우송속의 

나무속이 전 구간을 걸쳐 우점으로 산출되며 

및 명아주과 같은 초본식물들의 산출이 

시대로 소나무림 

하는 침엽수림의 분포역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은 기후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시사하던지， 혹은 

인한 자연림 파괴의 결과로 2차림 (인공림)이 형성되었음을 나타 

본 화분대에서 소나무과가 우점종으로 산출되는 것과 함께 경 

우점으로 수림이 좁아지며， 소나무속을 

시기이다. 따라서 이런 산출 

인간의 간섭으로 

있다. 

뇨二..Q. λL 
.:s::r.. -'- c 쑥속， 메밀속 및 명아주과 같은 초본식물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기 

따라서 

이용되는 벼과， 사초과， 

기후 변화에 의한 식생의 

생각된다. 

낼수 

작물로 

의한 요인에 인위적인 보다는 출은 

주로 사용함에 

농경생활의 시작으로 

지표면에 

낙엽활엽수를 

또한 확대되고， 

있다 

I댈감으로서 

영역이 

생각할 수 

인간이 정착하면서 

침엽수인 소나무의 

위한 자연림의 

= --, 것으로 

따라 상대적으로 

매우 시대는 본 별채를 확대를 농경지 

요인에 의해 농경지로·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위적인 

성립된 식생을 반영한 시대라고 생각한다. 

현재 근접한 층위이며 

7.5.3 고호수 규모 

오리나무속과 낙우송속이 하성주위의 저지대 

분포하고 있었으나， 암상이 모래인 점과 초본화분 (NAP)의 산출율이 

그리고 소택지에서 서식하는 조류로 알려진 Sigmopollis 뿐만 아니라 

일 식물인 호습성의 화분대 I은 

대에 널리 

점， L• 0 
;;ç --C 히 

속하는 Gelasiniαsta 약한 곳에서 서식하는 조류인 Zygospore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호수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 

아주 흐름이 웹
 

증가가 재배종인 벼과식물로 

층위의 벼과식물은 습지식물 혹은 물가 

생각할 

vangeelii와 Spirogyra 등 이 

인 하호성 Wuvio-lacustrine) 환경 인 것으로 생각된다 

화분대 II는 초본류중 벼과 (Graminae)의 

수 있겠으나， 최상부 층위를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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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숫 

발달 

전의 

곳에 

매립되기 

풍부한 수분이 

。1 튿i드L ’ 도드 

비교적 

= --, 갈대식물의 화분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주로 서식했던 

개암나무속의 화분이 연속적으로 출현하는 

생각된다. 것으로 

에서 서식하는 

가에서 

까‘ 
T 

분이 풍부한 환경을 나타내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수서식물 (예: 사초과， 

벼과， 여뀌과， 물고사리속 등) 혹은 습지식물 (예: 고란초과 낙우송속)들이 화분대 I 

로부터 화분대 II에 걸쳐 연속적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보아 호수 혹은 저수지가 형 

주변이 것은 호수 혹은 저수지 는
 

하
 

Zygospore와 생각된다. 것으로 지역이었던 소택지 。

-
」

호
 「

습지 당시부터 성될 

주로 얄은 호수 혹은 연 속하는 담수조류들은 현재의 서식환경들이 Chlorophytes어1 

있다 (van Geel , 1976, 1978). 따라서 화분대 II는 앞에서 

분대 I보다 다양하게 산출되 고 산출양도 높은 

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지역내에서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시추공 M9는 하부가 두꺼운 모래 

알려져 

열거한 담수조류들이 화 

흐름의 세기가 아주 약한 곳에서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
 「

n } 
은
 

곳의 조;:r.. z}- 。
/、 ετ: 

저수지 환경 것으로 보아 호수 혹은 

많이 산출 

층위에선 다른 시추공들의 비슷한 층위보다 담수조류인 Zygospores 

미미한데， 이는 본 지역이 아마도 퇴적물을 

저수지의 입구였음을 지시한다. 

층위에서는 초본화분보다 목본화분이 더 

공급하는 

그리고 시추공 M5는 

물
 

비교적 

층으로 구성 되 며 (Fig. 7- 2) , 이 

또한 이 

의 산출이 대단히 

의 흐름이 빠른 

비교적 앓은 퇴적층을 이루고 

된다. 

。

-
」

호
 「

호수 

걸쳐서 산 있는데 (Fig. 7- 2) , 본 시추공의 전 구간에 

산출되고 있다. 벼과가 우점으로 초본화분인 혹은 습지식물의 수서 。

一」
님
 τ
 

화
 

느
 」훨

 빈약하다. 히
 

극
 

산출은 담수조류의 서식하는 조용한 환경에서 곳의 얄은 반대로 

따라서 아 

닌 때때로 지면으로 노출되기도 했던 지역임을 지시한다. 연구지역 동쪽에 위치한 

시추공 M1과 M3는 주로 점토층으로 구성되었으며 (Fig. 7-2) , 이들 시추공에서 산 

수서하는 초본화분들과 담수조류들이 풍부하게 산출된다. 

본 시추공의 위치는 호수의 가장자리의 일부로서 항상 물에 잠기는 곳이 

내지는 호수가 존재할 당시 

분포지역인 현재의 주계곡부를 

물의 흐름이 약한 곳을 반영하는 것으로 야마도 호수 혹은 저수지 

의 가장 깊은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과거 저수지 

방향 (palaeostream direction)은 시 추공 

주로 

것은 호수내에서 

은
 

브
 
ι
 

화
 터

 
현
 

로
 과

 
의 

이루어졌다 

규모를 알려주는 

호수로 유입되었으며， 화분대의 산 

출특성상 화분대 II가 분포하는 범위는 과거 호수환경에서 퇴적작용이 

고 생각한다 (Fig. 7-4). 결과적으로 이 화분대는 그 당시 호수의 

소계곡부로부터· 물과 퇴적물이 양측의 중심으로 

η
 

기본 정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 about 4,000-2,000 yr. B.P. 

Lake 11 

/ 、
/' -----'- 、←/.-' 二r응-'>ι/; 

、、 ι깐깐?、ι 

j \ ~\ ~\ ~\ ~\ ~\ ~\ ~\ ~\ ~\ ~\ ~\ ~\ ~\ ~\ ~\ ~\ ~\ ~\ ~\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7' 
B. Since 2,000 yr. B.P. 

Conifers 

Deciduous 
broadleave trees 

Taxodiaceae & ferns 

Conifers 

Deciduous 
broadleave trees 

Taxodiaceae & ferns 

Zygnemataceae & 
PoIygona∞ae 

<그 림 7 • 4> Paleoenvironmental. reconstruction of the Hwasung area based on 

spores and pol!en. Numerical numbers are Core' s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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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범위 만년제의 8 장 제 

호수는 집수계가 부분적으로 막혀서 

있는 물의 대부분은 강수기원이므로 이들의 퇴적환 

호성 퇴적층의 퇴적상 및 

고 만년제와 같은 저수지 내지는 소규모의 

이게 된 수괴로서， 이를 채우고 

경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퇴적상 조합을 좌우하 

계절적 조성과 유량의 

호성 퇴적층의 퇴적상은 

특성은 호수로 유입되는 유수의 

시공적 (時空的)인 변화가 섬하며， 따라서 

물리적，화학적 

변화 때문에 

우 다양하게 산출된다. 

이
 「물

 
수
 人

-호
 

느
 」

147B 공의 시추조사 결과， 조사지역 

자갈의 4가지 퇴적상으로 구성된다. 고생물학적 

해당하는 화분대 I은 호수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lacustrine) 환경이었으며， 반면에 시추공들의 상위층준에 

수조류들이 다양하게 산출되고， 산출양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호수 혹은 

해석된다. 

점토， 모래， 모래/점토호층 

연구 결과， 시추공들의 하위 

단계인 하호성 

화분대 II는 

대한 총 

u1 
^ 

일대에 152번지 안령리 

퇴적물은 

태안읍 화성군 

미고결 

실시한 경기도 연구에서 금번 

주
 
ι
 

-
즈
 

。

(fluvio-

담 해당하는 

예
 
” 

저 

즉 화분대의 산출특성상 화분대 II가 분포하는 것으로 수지 환경이었던 

지시하며， 아울러 화분대 II의 

규모를 알려주는 명확한 기본정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루어졌음을 퇴적작용이 호수환경에서 

호수의 분포는 그 당시 

과거 범위는 

(Fig. 7- 4). 

점토질 퇴 순수 호성기원 퇴적물로 판단되는 미고결 퇴적물들중에서 조사지역 

따 양을 차지한다. 시추공 모두에서 산출되며， 양적으로도 가장 많은 

점토질 퇴적물의 

적물은 14개 

분포를 고려할 때， 시추를 실시한 시추위치에 따른 호성기원 라서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께가 여타 시추공에 

포함되는데 (그림 

가장 바깥쪽 

걸쳐서 산출되는 화분은 

4-2-

범주에 

전체적인 

퇴적물의 양도 

이들 시추공의 위치가 호수의 

적게 

위치가 호수， 

그러나 5, 7, 11번 시추공의 경우 미고결 퇴적물의 

비해서 매우 밟게 나타나며， 점토질 

4- 3) , 이와 같은 퇴적상 조합은 

였다는 것을 지시한다. 

분포 즉.만년제의 시추공의 D 프도 
J-- '-

연변부 

경우， 전구간에 특히 5번 시추공의 

7-
J--곳의 얄은 반면에 초본화분인 벼과가 우점으로 산출되는 혹은 습지식물의 수서 

시추공의 위치 이는 본 빈약한데 용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담수조류의 산출은 극히 

아닌 때때로 지면으로 노출되 잠기는 곳이 일부로서 항상 물에 가 호수 가장자리의 

한편 9번 시추공은 미고결 퇴적층의 최하부가 자갈 했던 지역임을 지시한다. 기도 

점토층보다는 모래층이 다량으로 분포 구성도 층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인 퇴적물의 

결과， 9번 시추공은 초본화분 

이는 9 미미하게 산출되는데 

9번 시추공에 대한 화분 · 포자분석 

담수조류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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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산출되고， 더 

한다 (그림 4- 2). 

목본화분이 보다 



번 시추공이 위치하는 지역이 퇴적물을 공급하는 비교적 물의 흐름이 빠른 호수 혹 

은 저수지의 입구를 지시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만년제의 분포범위는 금번 실시된 14개 시추위 

치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지역이나 퇴적상 조합 및 화분 · 포자의 산출 및 분포양 

상에 근거할 때， 5, 7, 9, 11번 시추공이 위치하는 지역은 호수의 가장자리 퇴적체로 

해석되며， 따라서 5, 7, 9, 11번 시추공의 위치를 만년제 분포지의 최외곽으로 하여 

만년제의 분포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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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0 o 199500 200000 

<그림 8- 1> 만년제의 분포 범위 (숫자는 시추코아 위치를 지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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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남지와 북지， 상 · 하 동지 등의 몇몇 연못과 더불어 수원의 도시적 풍광을 아 

름답게 조성하는 기능을 다하게 한 점은 크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것은 정조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으로서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를 건설한다는 고도의 품격높은 도 

시계획의 안목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다. 즉， 오늘날까지 흔히 ‘수원 8경’으로 불리는 

가운데 용지대월(龍池待月) . 남제장류(南提長柳) . 북지상련(北池相運， 만석거) . 서호낙 

조(西폐落照， 축만제) 등은 ‘물의 도시’ ‘제언의 도시’ 수원의 자연경관을 잘 표현하고 있 

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의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화 

시추 

분포 범위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5) 만년제의 

일대에서 총 147B 공에 대한 측량 및 시추를 실시하였다. 

공 규격은 NX이며， 시추각도는 9Oo, 총 시추심도는 72m 이다. 시추시험 결과， 태 

안읍 안령리 일대의 지질구성은 표토 (복개토와 경작토) , 미고결 퇴적층， 기반암 (편 

마암)의 3개 지층으로 대분된다. 

태안읍 안령리 군
 

서
。
 

6) 퇴적학적 연구 결과， 연구지역 미고결 퇴적물은 점토， 모래， 모래/점토호층， 자 

갈의 4개 퇴적상으로 분류되며， 이들의 퇴적환경은 저수지 또는 호수 주변의 소계 

곡을 따라서 발달하는 하천들을 통해서 유입된 퇴적물이 호수 내지는 저수지와 같 

정지된 수괴와 만나면서 퇴적된 하성내지 호성퇴적물로서， 호수 연변을 따라서 

는 사질 내지는 역질의 조립질 퇴적물이 호수 중심부에서는 두꺼운 점토질 퇴적물 

과 모래/점토호층이 우세한 퇴적상 조합을 형성한다. 

두 개의 측선에서 전기탐사를 실시하 

심도는 5-6 m, 기반암기원 풍화토의 평균심도 

분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7) 조사지역의 천부지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탐사 결과， 미고결 퇴적물의 

는 11-12 m 이며， 기반암은 10-15 m 깊이에 

였다. 

연구 결과， 연구지역 미고결 퇴적물에서 목본화분 14종류， 초본화 

분 14종류， 포자 4종류 및 담수조류 9종류가 산출되었으며， 산출된 주요 화분의 

현율을 기준으로 2개 화분대 (pollen zone)가 설정되었다. 시추공들의 하위 층준에 

줄 

8) 고생물학적 

단계 인 하호성 Wuvio-lacustrine) 

담수조류들의 다양 

화분대 I은 호수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지시하며， 시추공들의 상위층준에 해당하는 화분대 II는 

한 산출로 볼 때 호수 혹은 저수지 환경을 지시한다. 

해당하는 

환경을 

분포 범위는 금번. 실시된 14개 시추위치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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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만년제의 



역이며， 퇴적상 조합， 화분 · 포자의 산출 및 분포양상에 근거 할 때 5, 7, 9, 11 번 시 

추공의 위치를 만년제 분포지의 최외곽으로 하여 만년제의 분포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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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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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1 

(All photographs are x 800 unless otherwise stated. Specimens are 

identified by Core-slide number and ’England Finder" references). 

Spores (Figs. 1-17) 

Fig. 1. Polypodiiaceae, Core Ml-13, B41 

Fig. 2. Polypodiiaceae, Core M1 -10, L48/1 

Fig. 3. Sphagnum , Core M1- 1O, W53 

Fig. 4. Gleicheniidiaceae, Ml-13, F33/3+4 

Fig. 5. Osumunda, Core M1-1O, H25/3 

Fig. 6. ? Pilularia, M lO-1, P28/1 +3. 

Fig. 7. ? Pilularia, M lO-1, 027/1+2 

Figs. 8-9. Baculatisporites, M1-1O, L34/1 +3 

Fig. 10. Baculatisporites, M1- 1O, L39 

Figs. 11-12. Baculatisporites, M1 - 1O, G23/3 

Fig. 13. Baculatisporites, M3-3, H34 

Fig. 14. Lycopodium, M12-2, K27/4 

Fig. 15. Lycopodium, M8-5, D45 

Fig. 16. Lycopodium, M9-4, P15 

Fig. 17. Trilete Spore, M9-4, S39 

Arboreal Pollen (AP: Figs. 18-30) 

Fig. 18. Ephedra, Ml-13, D42/1 +3 

Fig. 19. Ephedra, Ml-13, P26 

Fig. 20. Taxodium, Ml-13, E16 

Fig. 21. Taxodium hiatus, M3-2, H19/3+4 

Fig. 22. Pinus, M1- 1O, G51/3 (x 500) 

Fig. 23. Pollen (4 sacci), M8-3, V51 

Fig. 24. Larix/Pseudotsuga, M1-11, ]19/1+2 

Fig. 25. Picea, M9-4, 033/1+4 (x 500) 

Fig. 26. Tricolpate pollen, Ml-13, E30/3 

Fig. 27. Tricolpate pollen, Ml-13, D20/1 +3 

Fig. 28. Alnus, Ml-13, G42/1 +3 

Fig. 29. Alnus, Ml-13, B22/1 +2 

Fig. 30. Alnus, M lO-4, E15/1 +2 

- 89 



PLA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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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11 

Arboreal Pollen (AP: Figs. 1-23) 

Fig. 1. Betula, Core M1-10, 042 

Fig. 2. Betula, Core M8-3, L22/1 (x 500) 

Fig. 3. Betula, Core M8-3, M53 

Fig. 4. COTγlus/Carpinus， Core Ml-13, D17/3 

Fig. 5. Corylus/Carpinus, Core M1-11 , J16/1 +2 

Fig. 6. Castanea, Core M lO-3, P28/1 +3 

Fig. 7. Castanea, Core M1 - 11, C23 

Fig. 8. Fagophyrum, Core Ml-13, C44/2 

Fig. 9. Fagophyrum, Core M3-4, L34/ 1 +3 (x 500) 

Fig. 10. Ilex, Core Ml-2, M39 

Fig. 11. Juglans, Core Ml-13, E25 

Fig. 12. Juglans, Core M1-13, H47/1 +3 

Fig. 13. Pterocarya, Core M1-10, L36/1 

Fig. 14. Pterocarya, Core M1-10, J21/2 

Fig. 15. Ptero띠rγa， Core M1-10, 19/ 4 

Fig. 16. Quercus, Core Ml-13, E18/ 4 

Fig. 17. ?Quercus, Core M1-11 , C23 

Fig. 18. Salix, Core M9-5, G42/1 +3 

Fig. 19. Tilia, Core Ml-13, C35/ 1 

Fig. 20. Tilia, Core M1-10, W38/ 1 

Fig. 21. Til띠， Core M1 - 10, H34/3+4 

Fig. 22. Ulmus/Zelkoua, Core M1-13, G23/ 1 

Fig. 23. Ulmus/Zelkoua, Core M1- 1O, R28/ 1 +3 

Non-arboreal Pollen (NAP: Figs. 24-42) 

Fig. 24. Compositae type 1, Core M1-10, F21 

Fig. 25. Compositae type 1, Core Ml-13, C18/3 

Figs. 26-27. Compositae type 2, Core M1 - 1O, Q32/4 

Fig. 28. Compositae type 3, Core M1-10, 045/1+3 

Fig. 29. Compositae type 3, Core M1- 1O, W30/2+4 

Figs. 30-31. Compositae (Ambrosia) , Core M1-11 , J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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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Graminae, Core M9- 5, L24 

Fig. 33. Graminae, Core M1 - 13, E22/ 4 

Fig. 34. Cyperaceae, Core M lO-3, H34 

Fig. 35. Cyperaceae, Core M3- 2, M48 

Fig. 36. Cyperaceae, Core Ml- 9, D24/1 

Fig. 37. Artemisia, Core M lO- 4, Q15 

Fig. 38. Artemisia, Core Ml - 13, S39 

Fig. 39. Artemisia, Core M8- 2, C47/ 3 

Fig. 40. Artemisia, Core M1- 1O, U35/3 

Fig. 41. Nuphar, Core Ml- 13, B21 

Fig. 42. Nuphar, Core M1- 13, D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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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111 

Non-arboreal Pollen (NAP: Figs. 1-16) 

Fig. 1. Cheonopodium, Core M12- 2, R28 

Fig. 2. Cheonopodium, Core Ml-9, C19 

Fig. 3. Cycados, Core Ml-4, W53 

Fig. 4. Magnolia, M8-5, Q34/2 

Fig. 5. Persicaria, Core M- 10, H34/ 3+4 

Fig. 6. Persicaria, Core M11- lO, W45/ 4 

Figs. 7- 8. Plantago, Core MlO-l, 027/ 3 

Fig. 9. ?Smilacipites, Core M1- 13, M15/ 1 +2 

Fig. 10. ?Smilacipites, Core M1- 1O, G23/ 3 

Fig. 11. Geranium, Core M1- 1O, M45/ 2 

Figs. 12- 13. Lusula, Core M lO-2, P35 

Fig. 14. Compositae (Valeriana) , Core M1- 13, F39/4 

Figs. 15-16. Compositae (Valeriana) , Core M1-13, C47/ 3 

Freshwater algae (Figs. 17- 23) 

Figs. 17- 20. Unidentified algae, Core Ml - 4, F23/ 1 (x 500) 

Figs. 21 - 22. Unidentified algae, Core Ml- 14, ]19/ 1+4 

Fig. 23. Unidentified algae, Core M lO- 2, V3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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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IV 

Freshwater algae (Zygospores: Figs. 1- 11) 

Fig. 1. Spirogyra sp. B, Core Ml-13, B41 

Fig. 2. Spirogyra sp. A, Core M1- 1O, L48/ 1 

Figs. 3-4. Gelasinicysta vangeelii, Core M1- 10, W53 

Fig. 5. Gelasinicysta vangeelii, Core M1- 11, P43/ 1 

Figs. 6-8. Lecaniella sp. A , Core M9- 3, D29 

Fig. 9. Spirogyra sp. C, M1-10, T46 

Fig. 10. Lecaniella sp. B, Core M1-1O, 035 (x 500) 

Fig. 11. Lecaniella sp. B, Core M1- 1O, G25 

Other freshwater algae (Figs. 12- 30) 

Fig. 12. Chomotriletes, Core Ml- 13, C33/3 

Fig. 13. Chomotriletes, Core M1 - 1O, P28/3 

Fig. 14. Cymatiosphaera, Core M12-2, K27/4 

Fig. 15. Botryococcus, Core Ml- 13, C42/4 

Fig. 16. ?Arcella sp. A, Core M1-11 , Q32/ 1 (x 500) 

Fig. 17. ?Arcella sp. A, Core M1-11 , T37/3 (x 500) 

Fig. 18. Cymatiosphaera, Core M1-11, G14/4 

Fig. 19. ?Arcella sp. B, Core Ml- 5, P46/ 1 (x 500) 

Fig. 20. ?Arcella sp. B, Core M1- 10, S16 (x 500) 

Fig. 21. Sigmopollis sp. A, Core Ml-13, D18 

Fig. 22. Sigmopollis sp. A, M1- 1O, W31/2 

Fig. 23. Sigmopollis sp. A , M1- 1O, R16/ 1 

Fig. 24. Cymatiosphaera, Core Ml-9, F38/3+4 

Fig. 25. Sigmopollis sp. B, Core Ml-13, C18/ 4 

Fig. 26. Sigmopollis sp. B, Core Ml-13, H45 

Fig. 27. Micrystridium sp. A, Core Ml - 9, F22/ 2 

Fig. 28. Micrystridium sp. B, Core M1- 11 , H23/ 1 

Fig. 29. Micrystridium sp. B, Core M1-11 , S27 

Fig. 30. Scolecodont, Core M3- 3, K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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