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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학(geomorphology)은 !"#(지구), $%&'((형태), 

)%!%*(담론)이라는 3개의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지형학은 ‘지구의 형태에 대한 담론(discourse 

on Earth form)’이다. 이 용어는 지구 지표면의 형태를 

기술하기 위해 1870년대와 1880년대에 만들어졌으며

(예 : de Margerie 1886, 315), 초기에 ‘지형 형성 원인 

연구(genetic study of topographic form)’로 정의되어

(McGee 1888, 547) 1896년 대중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름이 붙은 것은 최근이지만 지형학은 역사가 깊은 학문 

분야이다(알아두기 1.1). 오늘날 지형학은 지구 지표면

의 물리적인 경관 및 지형, 하천, 구릉, 평야, 해빈, 사

구 등의 지형과 같은 수많은 다른 것들을 연구하는 학

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해저지형까지 지형학의 영역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일부는 태양계에서 지구형 행성과 

위성인 달, 금성 등의 지형까지 추가하기도 한다.

지형은 두드러지게 차별되는 형태를 가지며 지구 표

면의 거의 모든 곳에 분포한다. 그것들은 두더지가 파 

놓은 작은 언덕부터 산지, 나아가 주요 지구조적 판까

지 다양한 크기를 보이며 수 일에서 수천 년 그리고 수

백억 년까지 다양한 형성 기간(lifespan)을 갖는다(그림 

1.1).

지형학은 지형과 이를 만들어낸 지형 형성 작용을 

연구한다. 형태, 지형 형성 작용 그리고 이들 사이의 상

호관계는 지형의 기원과 발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지형학에서, 형태 또는 형태학은 세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구성(constitution; 물질 특성 변수로 기술되는 화

학적·물리적 특성), 형상(configuration; 기하학적 변

수에 의해 기술되는 크기와 형태) 그리고 물질의 흐름

(mass +ow; 유량, 강수량 그리고 증발량과 같은 물질의 

흐름 변수에 의해 기술되는 흐름의 속도),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1.2, Strahler 1980). 이러

한 형태 변수는 힘, 에너지 유동, 변형력, 응력(단위면

적당 힘), 운동량 등으로 표현되는 지형 형성 작용과 관

련된 동적 변수와 대조를 이룬다. 한편 이때 동적 변수

지형학이란 무엇인가

지형학은 지형과 이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장은 다음의 내용을 다룬다.
 ● 지형학의 본질
 ● 역사적 접근 방식
 ● 프로세스 접근 방식
 ● 기타 접근 방식
 ● 지형학적 ‘주의(–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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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variable)는 에너지의 소비와 지형 변형을 일

으키는 화학적·기계적 풍화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해

빈을 사례로 들어보자(그림 1.3). 구성적 특성은 퇴적물 

입자의 분급 정도, 평균 입경, 입자 형태 그리고 해빈

의 수분 함량 등을 포함한다. 형상적 특성은 해빈의 사

면 경사각, 해빈 단면의 형태, 물의 깊이와 같은 해빈의 

기하학적 측정치를 포함한다. 물질 흐름 변수는 침식, 

운반, 퇴적률 등을 포함한다. 동적 변수는 파랑과 관련

된(그리고 조류에 의해 수정되는) 물의 흐름, 해빈 위에 

형성된 홈을 따라 흐르는 물, 그리고 바람 등에 의한 견

인 응력(drag stress)을 포함하며 나아가 동물 및 인간 

활동에 의한 간섭 작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지형 형성 작용은 지구 지표면에 변화를 일으키는 

다양한 물리적·화학적 수단이다. 이는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지질적 힘(내적 작용, endogenic or endogene 

process), 지구 지표면 또는 부근에서 그리고 대기권에서 

기원한 힘(외적 작용, exogenic or exogene process) 그리

고 지구 밖에서 오는 힘(지구외적 작용, extraterrestrial 

process, 소행성 충돌과 같은)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들은 풍화, 중력, 물, 바람 그리고 얼음과 관련된 변

형과 이동의 과정을 포함한다. 형태와 지형 형성 작용 

사이의 상호작용은 지형 연구의 핵심이다. 형태는 지

알아두기 1.1 지형학의 기원

고대 그리스와 로마 철학자들은 자연 경관에서 산지나 기타 지표 형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궁금해 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헤로도토스(Herodotus), 세네카(Seneca), 스트라보(Strabo), 크세노파네스(Xenophanes)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하곡과 삼각주의 기

원, 산지에 있는 조개껍데기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이론을 펼쳤다. 콜로폰(Colophon)의 크세노파네스(BC 약 580~480)에서는 조개껍데

기가 산지 정상부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지구 표면은 융기, 침강했다고 추측했다. 헤로도토스(BC? 약 484~420)는 이집트의 저지대가 이전

에 만이었으므로 ‘이집트는 하천의 선물’이며, 하천에 의해 운반된 실트물질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매년 퇴적되었다고 생각했다. 아리스

토텔레스(BC 384~322)는 한때 바다였던 지역이 지금은 건조해졌고, 한때 건조했던 지역이 지금은 바다인 것처럼 육지와 바다는 장소를 

바꾼다고 생각했다. 스트라보(BC 64/63~AD 23?)는 육지가 융기 및 침강하는 것을 관찰하고 삼각주의 크기는 유역의 특성에 의존하며 가

장 큰 삼각주는 유역 면적이 크고 유역 내의 지표면 암석이 약한 곳에서 발견된다고 하였다.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 BC 4~AD 

65)는 하천이 계곡을 침식시킬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약 천 년 후, 아리스토텔레스를 번역한 아비시나(Avicenna, 

980~1037)로 알려진 저명한 아랍 학자인 이븐 시나(Ibn–Sina)는 일부 산지는 차별침식, 흐르는 물 그리고 연암을 파내는 바람에 의해 만

들어졌다는 관점을 제기했다. 르네상스 시대 동안 많은 학자들이 지구의 역사에 대해 논쟁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는 육지와 바다의 고도 변화가 산지에 있는 해양 조개껍데기 화석을 설명해 준다고 믿었다. 그는 계곡이 하천에 의해 침식되며 

하천은 한 곳으로부터 물질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며 다른 곳에 퇴적시킨다고 설명하였다. 18세기에 조반니 타르지오니–토쩨띠(Giovanni 

Targioni–Tozzetti, 1712~84)는 하천침식의 증거를 인식하였다. 그는 물을 막고 있던 호수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하천들과 홍수가 이탈리

아의 아르노(Arno), 발디치아나(Val di Chiana) 그리고 옴브로사(Ombrosa)의 계곡을 침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하천의 불규칙적인 유

로는 하천이 통과하는 지역의 기반암 차이와 관련된다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현재 차별침식이라 불리는 작용이다. 게타르(Jean–Etienne 

Guettard, 1715~86)는 하천이 산지를 파괴시키고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퇴적물은 바다로 운반되기 전 범람원을 형성한다고 주장

하였다. 그는 북부 프랑스 백악질 절벽(chalk cliff)이 바다에 의해 급속하게 파괴되는 현상을 해식의 영향으로 파악하였고, 또한 오베르뉴

(Auvergne) 산지는 사화산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드 소쉬르(Horace–Benedict de Saussure, 1740~99)는 계곡은 이곳을 흐

르는 하천에 의해 만들어지며, 빙하는 암석을 침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지형의 기원에 대한 이러한 초기의 생각으로부터 현대의 지형학이 

발생하였다. (학문 발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Chorley et al. 1964와 Kennedy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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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지형 형성 작용과 형태의 상호작용–지형학의 핵심.

대기권과 수권

지형 시스템

지형 형성 작용
동적 작용：에너지 소비를 나타내며 일을 하게 하는 기계적 특성–동적 변수
예：에너지, 일, 힘, 응력, 가속도

구성 ：  화학적, 물리적 특성-물̀
질 특성 변수

예 ：  밀도, 침투능, 투과성, 수분 
함량, 공극률

배열 ：  크기와 형태-기하학
적 변수

예 ：  길이, 높이, 깊이, 거리, 
면적, 부피, 각도, 모양

물질의 흐름：  흐름의 속도-
물질 흐름 변수

예：  속도, 유량, 물질 흐름 속
도, 침식률

생물권

지형 형태

지질적 형태와 작용

인간

외적 작용의 예 ：
하성
빙하성
풍성
해성

내적 작용의 예 ：

외  적   작  용

내 적  작 용 과  요 인

미기후와 기상 이벤트
동물과 식물의 활동

미규모 지형
면적：0.25km2 이하

형성 기간：10년

풀(pool)과 여울
작은 권곡
연흔
해빈 커스프

작은 단층애

지역적 기후
단기 기후변화
지역적 식생 변화

중규모 지형
면적 0.25~100km2

형성 기간：천 년

곡류
곡빙하
사구
삼각주

작은 화산

광역적 기후
중기 기후변화(예：빙
기–간빙기 순환)
광역적 식생 변화

대규모 지형
면적：
100~1,000,000km2

형성 기간：천만 년

대규모 하천의 범람원
빙모
모래바다
곶과 만

단층지괴 지역

기후대
장기 기후변화(예：냉
실과 열실 상태)
생물학적 진화

거대규모 지형
면적：1,000,000km2 
이상 

형성 기간：천만 년 이상

주요 유역 분지
빙상
대규모 모래바다
대륙 해안선

주요 산맥

그림 1.1 다양한 규모의 지형들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내적 작용과의 상호작용.

개별 지진과 화산폭발
지역적 지질구조
기반암 특성

지각균형성 융기
지역적 화산과 지진활동
지질구조

광역적 융기와 침강
광역적 지질

장기적 융기와 침강
대륙 이동
대륙적 지질
내적 작용과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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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형성 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지형 형성 작용은 형태

에 영향을 미친다. 넓은 의미에서, 대기의 작용, 생태

적 작용 그리고 지질적 작용이 영향을 미치며, 지형 형

성 작용–형태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그림 

1.2).

지구 지표면의 지형 형성 작용과 지표면 형태 사이

에 존재하는 상호관련성은 지형학 이론의 중심이 된

다. 지형학자가 이러한 관련성을 표현하는 말은 문화

적, 사회적 그리고 과학적 상황 변화와 함께 변화해 왔

다. 대체로 정성적 접근법(qualitative approach)은 고

전적 연구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정량적 접근법

(quantitative approach)에 앞서 20세기 중엽까지 지속

되었다. 초기 학자들은 지구 표면 형태의 기원을 고민

하면서, 산지와 같은 지형을 격변적 홍수(catastrophic 

+ood)와 같은 가정된 지형 형성 작용에 연결시키려 하

였다. 좋은 예가 니콜라우스 스테노(Nicolaus Steno, 

Niels Steensen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져 있음, 1638~86)

의 연구이다. 그는 피렌체에서 페르디난드 공작 2세

(Grand Duke Ferdinand II)의 궁정의(court physician)

로 일을 하면서 토스카나의 경관을 답사하고 현재의 평

야와 언덕을 설명할 수 있는 6단계의 연속적인 사건을 

고안했다(Steno 1916 edn, 그림 1.4). 데이비스(William 

Morris Davis), 길버트(Grove Karl Gilbert)와 같은 초기

의 지형학자는 야외에서 관찰되는 지형이 지형 형성 작

용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추론하려 노력하였다.

현재 지형을 연구하는 데 있어 지형학자가 이용하는 

최소 네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Slaymaker 2009; Baker 

and Twidale 1991 참조).

1. 화학과 물리학을 기반으로 하며 시스템 방법론을 

활용하는 작용–반응(작용–형태) 또는 기능적 접근 

방법

2. 역사적 지질과학(지구역사학, geohistory)에 근간을 

두고 많은 지형의 중요한 역사적 차원을 탐구하는 

지형발달 접근 방법

3. 지형과 지형 시스템을 특징짓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리적 공간 과학에서 나온 접근 방법

4. 광역적에서 지구적 규모로 지형, 지형의 시스템 그

리고 경관 등에 환경적으로 민감한 접근 방법

이 책은 3번째와 4번째 접근 방법에 대해 간략하

게 언급할 것이다. 관심 있는 독자는 Jozef Minar and 

Ian S. Evans(2008)의 흥미로운 논문을 읽어 보라. 과

거 앵글로 아메리카와 일본의 지형학계에서는 지형 

형성 작용과 역사적 접근 방법이 주도적인 연구 방법

이었고, 이 접근 방법은 현대 지형학을 지배하고 있다

(Summerfield 2005). 일반적으로 ‘역사지형학’이라는 

꼬리표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그들은 지표면 프로세스 

지형학(surface process geomorphology) 또는 간단히 

프로세스 지형학(process geomorphology) 그리고 역사

지형학(historical geomorphology)으로 불리게 되었다

(예 : Chorley 1978; Embleton and ,ornes 1979). 역

사지형학은 경관 발달의 역사 또는 과정에 대해 초점을 

대기권과 수권

해빈 시스템

생물권

지질적 형태와 지질 작용

인간

그림 1.3 해빈의 지형 형성 작용–형태의 상호작용.
사진：Andy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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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려 하며 순차적, 편년적인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프로세스 지형학은 지형 형성 작용과 작용–반응 관계

의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지형 시스템이 교란

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크게, 역사지형학과 프로세스

지형학은 상호보완적이며 서로 관련되어 있어서 역사

지형학자는 지형발달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프로세스

를 고려하는 반면, 프로세스 지형학자는 연구하는 지

형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더라도 특정한 

시기에는 프로세스 또는 역사적 접근 방식이 각각 학

계를 지배했다. 프로세스 연구는 30~40년 동안 패권을 

누렸지만, 부차적이었던 역사적 연구가 강력하게 복귀

하고 있다. 

미국 고생물학자인 심슨(1963)은 내재성(imma–

nence)과 형상(con-guration)이라는 개념 사이의 의미 

구분을 통해 역사지형학과 프로세스 지형학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때 내재성은 풍화, 침식, 퇴적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적합한 환경 조건에

서는 언제나 발생하는 이론적 지형 형성 작용으로 정의

되며, 형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환

경 조건들과 내재적 지형 형성 작용과의 상호작용에 의

해 발생되는 일시적 혹은 연속적 지형발달 상태로 정

의될 수 있다. 즉, 이 두 개념은 이론적 지형 형성 작용

에 초점을 둔 시간성에 무관한 접근법(immanence; 무

엇이 발생하는가?)이라는 점과 시간적 발생과정을 추

적하고 그 속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일에 초점을 두는 

접근법(configuration; 무엇이 발생했는가?)이라는 점

에서 대조적이다. 단순히 말해, 지형학자들이 현재 관

찰되는 (지형) 요소들로 지형학적 체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는 수년에서 수십 년 단위에서의 비교

적 단기간적 접근법에 해당하며, 주로 내재적인 속성

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지형학적 시스템의 형성

과 변화과정은 보다 긴 수백 년에서 수백만 년에 이르

그림 1.4 스테노의 토스카나 지역 6단계 경관 역사. 첫 번째, 탄생 직후 이 지역은 ‘물 같은 액체(watery fluid)’으로 덮여 있었으며 수평의 등질적
인 층을 형성하며 외부에서 무기질 퇴적물이 공급된다. 두 번째, 새롭게 형성된 층이 건조 지역에서 단일의 연속적인 평야를 형성하기 위해 퇴적층
을 덮고 있던 물로부터 드러나 노출되었고, 지하에 불이나 물의 힘이 거대한 동굴을 형성하였다. 세 번째, 동굴의 일부가 무너져 계곡을 형성하였으
며 계곡으로 홍수가 흐르게 되었다. 네 번째, 화석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새로운 층이 바다에 퇴적되었으며, 현재 이 층은 홍수 이
전보다 더 높은 고도에 있으며 계곡을 차지하고 있다. 다섯 번째, 홍수가 넓은 평야를 형성하기 위해 물러날 때 새로운 층이 노출되고 이 층은 동굴
의 두 번째 세대에 의해 기반이 약해진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층이 공동으로 무너져 공간을 채우게 되고 해당 지역에서 지구의 현재 지형을 형성하
게 된다.
출처：Adapted from Steno (1916 e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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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기간의 시간적 범주를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 지

형 시스템이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예측

하기 위해 단기간적 접근법으로 얻어진 연구결과를 차

용하는 것은 지표 융기 혹은 지괴 분절과 같은 개별 사

건들의 발생(심슨의 구분에 의하면, ‘형상’에 해당함)과 

환경 변화 때문에 어렵다. 슘(Stanley A. Schumm1991; 

Schumm and Lichty 1965 참조)은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려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프로세

스 연구와 역사 연구 사이의 몇 가지 관련성을 설정하

였다. 그는 지형의 크기와 연대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의 조건은 지형발달의 전과정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

한 정보가 되므로 지형학자는 지형의 과거에 대해 연구

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추론과 가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림 1.5는 그의 생각을 요약한 것

이다. 분명히 퇴적물 이동과 하상 형태와 같은 작은 규

모의 지형과 지형 형성 작용은 최근의 역사적 정보로 

설명될 수 있다. 하천이 플라이스토세 동안 일어난 일

련의 사건에 의해 형성된 범람원 위를 흐를 경우, 하도 

형태는 많은 역사적 요소를 함유하고 있다. 구조적으

로 통제되는 하계망과 산맥과 같은 대규모 지형에 대

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역사적 정보가 필요하

다. 지형이 더 오래되고 클수록, 현재의 조건에 기초한 

지형의 예측과 사후 추정이 정확도가 낮을 것이라는 

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

로세스 지형학과 역사지형학이 다양하게 혼합될 필요

가 있으며, 두 가지 지형학적 접근 방법이 양립하기 보

다는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사지형학

모든 지형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해빈과 하상의 연흔

과 사면의 테라셋(terracette)과 같은 지형은 짧은 기간 

현대적 설명

퇴적물 이동 하상 형태 하천 하도 
형태

하계망 주요 습곡과
단층

산맥

작고 젊음 크고 오래됨중간 크기와 중간 연대

크기와 연대

역사적 설명

그림 1.5 크기와 연대의 증가에 따른 지형적 사건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설명의 구성요소. 그림의 우상단은 순수한 역사적 설명을 의미하
며, 좌하단은 순수한 현대적 설명을 의미한다. 두 가지 설명은 중앙부에서 겹치며 위의 곡선은 현대적 설명의 최대 범위를, 아래의 곡선은 역사적 
설명의 최대 범위를 보여준다. 
출처：After Schumm (1985b, 1991, 53)

현
대
적 

설
명 

요
소(

비
율)

역
사
적 

설
명 

요
소(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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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서, 퇴적물에 의한 매몰을 

통해 층서(암석)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들의 존재가 확

인되지 않으므로 그냥 지나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장기간에 걸친 지형 변화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

고 있는 지형학자는 해안지형, 산사태 그리고 하안단구

와 같은 작은 지형부터 평야와 고원을 거쳐 광역적 그

리고 대륙적 분수 체계까지의 다양한 범위의 규모에서 

상대적으로 더 오랫동안 유지되는 지형을 다룬다. 그렇

더라도 보존된 연흔 무늬와 다른 작은 규모의 퇴적상도 

과거의 작용과 사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역사지형학은 중간 그리고 장기간 시간 규모에 걸쳐 

진행되는 지형발달이나 변화를 연구하는데, 보통 개인

이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 규모인 수 세

기, 수천 년, 수백만 년 그리고 수억 년 기간을 연구한

다. 역사지형학자는 주제에 수반되는 모든 가설 및 방

법을 통해 주제를 역사적 차원에서 설명하며, 지형 연

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지표면의 형태나 퇴적 

기록에 의존한다.

역사지형학의 성립

전통적으로 역사지형학자는 형태학적 그리고 퇴적학

적 특징을 지도화하여 경관의 역사를 밝히기 위해 노력

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칙은 ‘현재는 

과거의 열쇠이다(the present is the key to the past)’라
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지형 형성 작용

은 과거에 있었던 경관 변화 원인을 추론하는 데 합당

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신뢰할 만한 

연대 측정 기술이 사용되기 이전에 이러한 연구들은 사

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절대 연대 자료의 획득과 수집이 

가능해진 이후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초기 역

사지형학자의 훌륭한 성공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윌리엄 모리스 데이비스

데이비스(William Morris Davis)에 의해 자세하게 설

명된 ‘지형 윤회(geographical cycle)’는 경관 발달에 관

한 첫번째 현대적 이론이었다(Davis 1889, 1899, 1909 

참조). 연구 지역에서 융기는 빠르게 일어난다고 가정

한다. 지구조운동으로 인한 복잡한 문제가 없다면 지

형 형성 작용은 원래의 지형을 점진적으로 삭박한다. 

더구나, 경관 내의 경사는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 비록 

매우 소수의 연구만이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였지만, 

최대 사면 경사는 천천히 감소한다. 따라서 지형은 서

서히 삭박되어 침식기준면 부근에 넓은 평탄지, 즉 준

평원(peneplain)을 이루게 된다. 준평원은 미국 뉴헴프

셔의 머나드녹산(Mount Monadnock)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잔구(monadnock)라 불리는 언덕을 포함한다. 

국지적인 침식 잔구는 지형 형성 작용에 의해 제거된 

준평원에 국지적으로 남은 유물로 보통 기준면 위로 뚜

렷하게 솟아 있다. 삭박 작용은 유년기(youth), 장년기

(maturity) 그리고 노년기(old age)를 거치는 지형의 시

간 배열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생물학에서 빌려온 이

러한 용어는 잘못된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예 : 

Ollier 1967; Ollier and Pain 1996, 204~5). ‘지형 윤회’

는 침식에 대해 동일한 저항력을 가진 온대습윤기후 지

역의 융기한 기반암들이 장기간 삭박 작용을 받아 형성

된 지형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건조, 빙하, 

주빙하 경관 그리고 해안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과 

카르스트 경관 등 다른 경관에까지 지형 윤회 이론이 

확장되었다. 

지형경관이 유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의 단계를 

거쳐 진화한다고 본 데이비스의 ‘지형 윤회’는 현재 다른 

이론으로 대체되었다 하더라도 고전적인 연구로 중요하

게 간주되어야 한다(그림 1.6). 지형 윤회는 이론적 취지

와 간결함에서 호소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Chorley 

1965). 이는 지형학적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한

때 대단히 영향력이 컸던 삭박 편년학(denudation 

chronology)이라는 학문 분야를 탄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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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장년기 

유년기

그림 1.6 준평원을 형성할 때까지 경관이 ‘생애 단계’를 거쳐 진화하는 윌리엄 모리스 데이비스의 이상적인 ‘지형 윤회’. (a) 유년기：여러 개의 ‘필
종하(consequent stream)’, V자형의 하곡 단면, 제한된 범람원 형성, 호수나 습지가 남아 있는 하천들 사이의 배수가 불량한 넓은 지역, 하천이 경
암 지역을 흐르는 곳에서 흔히 나타나는 폭포나 급류, 넓고 불분명한 하천 분수계, 원지형 당시의 일부 곡류하천. (b) 장년기：잘 통합된 하천 시스
템, 연암부를 흐르는 하천, 평형 상태에 도달한 본류, 크게 감소한 폭포, 급류, 호수와 습지, 보통 곡저에서 관찰되는 곡류하천을 갖고 있는 범람원, 
곡류대의 폭보다 넓지 않은 하곡, 기복(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 사이의 고도 차이)은 최대에 이르며, 구릉과 곡벽이 경관을 지배함. (c) 노
년기：본류(trunk stream)가 중요해지며 매우 넓고 완만한 하곡, 매우 크게 곡류하는 하천을 갖고 있는 넓은 범람원, 곡류대의 폭보다 더 넓은 하
곡, 하천 사이 지역의 고도가 낮아지고 장년기만큼 첨예하지 않은 하천 분수계, 범람원 위에 형성된 호수, 습지와 소택지, 매스웨이스팅(mass–
wasting)이 하성 작용을 지배하며, 기반암 종류에 따른 하천 조정이 약해지고 넓은 지역이 침식기준면에 또는 부근에 놓이게 된다. 
출처：Adapted from Holmes (1965,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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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두아르드 브뤼크너와 알브레히트 펭크

다른 초기 역사지형학자는 플라이스토세에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 지질학적으로 연대가 젊은 퇴

적층을 이용하였다. 독일 바바리안 알프스(Bavarian 

Alps)와 그 전면에 분포하는 지역에 미친 빙하의 영향

에 관한 브뤼크너(Eduard Brückner)와 펭크(Albrecht 

Penck)의 연구는 기복의 형성에 미친 플라이스토세 빙

하시대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최초로 제공해 주었다

(Penck and Brückner 1901~9). 그들의 고전적인 하

안단구 연속체는 도나우(Donau), 귄츠(Günz), 민델

(Mindel) 그리고 뷔름(Würm)과 같은 주요 빙기에 맞추

어 명명되었으며, 그들은 제4기 지형학의 아버지가 되

었다(부록 1 참조).

현대 역사지형학

역사지형학은 데이비스 시대 이후 발달해 왔으며 지형

학자는 더 이상 경관의 장기간 변화를 지형 윤회의 틀

에 맞추어 억지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다양

한 편년적 분석 특히 제4기 퇴적층의 층서적 연구와 지

형적, 지구조적 작용의 보다 넓은 이해에 의존한다(예 : 

Brown 1980). 관찰된 층서적 관계는 상대 편년(relative 

chronology, 정확한 연대 없이 발생한 순서대로 사건

을 배치)을 제공한다. 절대 편년(absolute chronology)

은 역사적 기록, 방사성 탄소 분석, 연륜연대학, 루미네

선스, 고지자기 등을 이용하여 얻은 일련의 연대값에

서 얻는다(부록 2). 역사적 연구는 제4기 지형학과 신생

대 제3기 이전 지질시대 지형학의 두 개 그룹으로 나뉘

는 경향이 있다.

제4기 지형학

많은 지형과 경관들은 지난 2백만 년 동안 진행된 환경

적 변화에 실질적으로 순응하여 형성되었다. 특히 빙

기와 간빙기의 기후변동은 경관에서 지형 형성 작용 속

도와 지형 형성 체제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일

부 경관을 불균형 상태로 만들어 지형 활동을 일시적으

로 증가 또는 멈추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새로운 지형 

형성 작용으로 인하여 경관이 자연스럽게 불균형 상태

가 되면 지형 형성 체제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

한 현상이다. 불균형 상태는 사면의 재형성, 레골리스

(regolith, 전토층)의 재이동, 곡저 퇴적물 양의 변화 등

과 같은 강력한 활동 국면을 조성한다. 

촐리(Richard Chorley et al., 1984, 1~42)와 그의 동

료는 제4기의 시간 규모에서 연구하는 지형학자는 기

후적 강제력과 지형 변화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

한 설득력 있는 이론적 기초가 부족하며, 임계치, 피

드백, 복잡 반응 그리고 간헐적 활동 등의 개념을 포함

한 스펀지 같은 패러다임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

다. 그리고 20년 후, 태양 복사의 빈도와 양, 궤도운동

(orbital forcing, p. 258)의 변화에 의한 기후변화는 지

형 시스템의 복잡한 역동성을 가늠하기에 부족한 이론

적 기초를 부분적으로 메워주었다. 그 발견은 1,000년

에서 100,000년 주기의 경관 변화는 기후변화, 해수면 

변화, 융기 그리고 침강의 상호작용에 의해 대체적으

로 지속적인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원래 대부분의 제4기 지형학자는 스스로 지역적, 광

역적 변화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들의 연구를 260만 년 

길이의 제4기에서 마지막 18,000년에, 즉 홀로세와 후

기 플라이스토세에 제한시킨다. 1950년대 이후, 지난 

18,000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 제4기 

지형학자는 습득한 지식을 이전 시기에 적용시키기 시

작하였다. 그러한 작업 중, 그들은 특정 시간에 특정 장

소의 고지리 복원을 위해 그리고 이미 일어난 것을 이

야기해 주거나 과거의 일을 추론하는 모델(즉, 지난 

일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른 지구과학자

와 협력함으로써 역사지형학의 부활에 공헌하고 있다

(Nunn 1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