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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과 강원도 삼척시에 걸쳐 드러나 있는 석개재 하부 고생대 퇴적지층 임도 및 도로 단면에는 전기 고생대 약 6천 

만 년 동안 퇴적된 태백층군의 모든 지층들이 연속적으로 드러나 있다. 지질학 분야에서 총 38편의 국내외 학술논문이 발표되었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직접 방문하기도 한 석개재 단면은 학술적으로 중요한 곳임에 틀림없으나, 문화재 지정 논의도 이루어진 바 없고 

최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강원고생대지질공원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석개재 단면은 

다수의 항목에 충분히 부합하지만, 인위적으로 노출된 지질 단면일 뿐 아니라 지질 노두의 멸실 위험이 낮고 경미한 노두 훼손이 

단면의 가치를 저해하지 않으며 경관적 가치가 낮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의 당위성은 떨어진다. 최근 보완하여 제시된 지질유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석개재 단면은 학술적 , 교육적, 본질적, 기능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지질유산 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국가급 보호대상 지질유산에 해당한다. 현 제도 하에서 석개재 단면은 강원고생대지질공원에 포함되어 보전·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석개재 단면의 경우를 통해 국가지질공원 신청·인증 과정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중요한 지질유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뿐 아니라 지질분야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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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최근 천연기념물 지정, 지질공원 인증·운영 활성화 

등에 힘입어 지질유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고조되고 있

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457건 중 지질

분야의 천연기념물은 약 18%에 해당하는 83건이며, 특히 

1990년대 이후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해 왔다(문화재청, 2017

년 3월 기준). 한편 2017년 상반기 현재 국내에는 국가지질

공원 8개소, 세계지질공원 2개소가 인증·운영 중이다. 

지질유산은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

사에 관한 법률(문화재청),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

법, 자연공원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

별법(이상 환경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

교통부), 습지보전법(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다양한 법의 

적용을 받으며 여러 국가기관의 관리대상이 되었다. 그러

나 아직 지질유산 관련 법조항 자체도 부실한 편이어서(이

광춘, 2014), 규모, 성격, 중요성 등에 따라 어떤 지질유산

에 어떤 법을 적용하여 관리해야 하는지 모호한 상황이거

나 아예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질유

산의 정기 조사 및 통합관리 체계도 미흡하여(사공희·이수

재 2014), 지질명소, 기념물 등 다양한 형식의 국내 지질유

산들은 지질공원을 추진·운영하는 지자체나 그것을 관리

하는 국가지질공원사무국, 문화재의 발굴·조사·보존·관리

를 담당하는 문화재청 및 그 위임 기관, 개별 연구자, 지질 

관련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 목적, 경로로 조사·평가·

목록화 되고 있다. 따라서 오랜 연구를 통해 학계에서는 높

은 중요성을 인식해 왔으나 지질유산으로서 적절히 관리되

지 못하는 지질자원이 산재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예로 ‘석개재 하부 고생대 퇴적지층 단면(이하 석개

재 단면)’을 들 수 있다. 석개재 단면은 전기 고생대의 퇴적

층 집합체(태백층군)의 모든 지층들을 층서적으로 연속적

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지질 단면으로서 비교할 

수 없는 지질학적 중요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재까지 석개재 단면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 관련 요청이 

접수된 바 없으며(국립문화재연구소 공달용 연구관 개인통

신), 인접한 강원고생대지질공원에도 행정 또는 관리상의 

이유 등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 논고는 석개재 단면을 소개하면서 현재 지질유산

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천연

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지질공원 관련한 지질유산의 평가 기

준을 적용하여 석개재 단면의 가치를 검토하고 보전 및 활

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석개재 하부 고생대 퇴적지층  

단면의 개요

1. 위치와 지형

석개재는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와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의 경계인 고개의 명칭이다(N37°04′

57.92″, E129°07′57.12″; 그림 1). 현재 경북 봉화군 석포면 육

송정삼거리에서 삼척시 풍곡면 풍곡리 풍곡교 서단을 잇는 

910번 지방도 상에 위치하며, 태백시청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6km,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천연기

념물 제417호, 이하 구문소 단면)으로부터 대략 동쪽으로 약 

8km 떨어진 지점이다.

해발고도 약 900m인 석개재를 사이에 두고 북서쪽의 

면산(1,245.2m)으로부터 남동쪽의 묘봉(1,167.6m)을 잇는 

능선은 낙동정맥의 북단에 해당하여 내륙의 낙동강 유역과 

동해안 지역을 나누는 분수령을 이룬다. 석개재와 묘봉 남

쪽에서 각각 석개천과 석포리천이 남서쪽으로 흘러 낙동강

과 합류한다. 면산 인근 북동부에서 발원한 계곡수는 동해

로 흘러들어가는 가곡천과 합류한다. 석개재 일대의 산세

는 매우 험준하고 가파르며 계곡은 깊고 좁다(사진 1).

석개재 단면은 석개재를 기점으로 봉화군 쪽으로 개

설된 임도를 따라 노출된 약 5km의 임도구간과 910번 도

로를 따라 삼척·동해 방향으로 약 1.5km 노출된 도로구

간으로 나뉜다(그림 1). 1993년에 개설된 임도의 총길이는 

7.2km이며 임도 구간 중 남단으로부터 약 2.2km 구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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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생대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다. 석개재에서 시작한 임도

의 해발고도는 최고점이 약 1,010m이며 종단부인 반야계

곡에서 약 650m이다. 지층 노두는 임도구간에서 평균적으

로 2~5m 높이로 낮고, 도로구간에서는 일부 구간을 제외

하고 다소 가파르고 높은 절개면을 이루고 있다(사진 1). 

2. 지질개요

한반도에서 캄브리아기-오르도비스기(약 5억2,000만 

년 전부터 4억6,000만 년 전까지) 동안 퇴적된 하부 고생대

층은 주로 강원도 남부의 태백산분지와 평안남도 일대의 평

남분지에 넓게 분포한다. 이 하부 고생대층은 조선누층군

(Joseon Supergroup)이라 불리며, 석탄기-페름기 퇴적층인 

평안누층군에 의해 부정합으로 피복된다. 얕은 바다에서 쌓

인 탄산염암-규질쇄설암 혼합퇴적층인 조선누층군은 지역 

별로 암상에 차이가 있어 태백산분지에서는 태백층군, 영월

층군, 용탄층군, 평창층군, 문경층군으로 구분된다(그림 2A; 

Choi 1998). 이 중 태백층군은 동쪽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데, 강원도 태백, 정선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남서쪽으로

는 충북 단양 및 경북 문경, 동쪽으로는 강원 삼척시 일대에 

까지 연장된다. 태백층군은 하부로부터 장산·면산층, 묘봉층, 

대기층, 세송층, 화절층, 동점층, 두무골층, 막골층, 직운산층, 

두위봉층 등 총 10개 지층으로 구성되며 캄브리아기-오르

도비스기의 경계는 동점층 최하부에서 인지된다(Choi and 

Chough 2005; Choi et al. 2016). 

석개재 단면에는 고원생대(Paleoproterozoic) 기반암

을 부정합적으로 피복하는 면산층을 기저층으로 하여 그 위

에 묘봉층으로부터 두위봉층까지 약 1,100m 두께에 달하는 

태백층군의 노두가 연속적으로 드러나 있다(그림 2B). 임도

구간에는 남쪽으로부터 기반암~막골층 중부까지, 도로구간

에는 막골층 중부~두위봉층이 순서대로 노출되어 있다. 노

두가 비교적 최근 노출되었고 지층의 변형·변성이 미약하여 

각 지층의 주요암상은 물론 대부분의 지층경계도 관찰 가능

봉화, 안동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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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석개재의 위치. A.한반도에서 석개재의 위치, B.행정구역 상 석개재의 위치와 석개재 임도(붉은 선) 및 도로(푸른 선) 단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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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석개재 단면 주변의 경관 및 산세(A~B)와 임도 및 도로변 지질 노두(C~H). A.삼척시 도로 단면(바라보는 방향은 북동쪽), 우측 도로 좌우로 오르도비

스기 막골층(F, G) 노출, B.봉화군 석포면 임도 단면(바라보는 방향은 서쪽), 좌측 임도 상에 캄브리아기 묘봉층 노출, C.석개재 임도 초입부의 막골층, 

D.임도 중부의 대기층, E.석개재 부근 임도의 두무골층 노두의 파노라마, F.석개재 인근 도로 단면의 막골층 노두, G.도로 단면 중부의 막골층 상부와 

직운산층(화살표는 지층 경계 지시), H.도로 단면 북동단의 두위봉층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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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다만 태백층군을 부정합적으로 피복하는 석탄기 만항

층과의 부정합 경계는 단면상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위와 같

은 장점을 바탕으로 Choi et al.(2004)는 석개재 단면의 지질

을 상세히 기술·분석하였고, 석개재 단면을 태백층군의 주

요참고단면(principal reference section)으로 제안하였다.

Ⅲ.   지질유산으로서의 석개재 단면

1. 석개재 단면 대상 연구성과

환경지질연구정보센터(http://ieg.or.kr)의 학술지 검색

서비스, 구글 학술검색 서비스(http://scholar.google.com) 

등 온라인 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석개재 단면의 전체 또

는 부분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출판된 지질학 분야 peer-

reviewed 학술논문들을 검색·수집하였다. 석개재, 태백(층

군), 조선누층군, 한반도, 화석(분류군명) 등의 주요어를 개

별 또는 조합으로 검색하여 석개재의 지층, 광물·암석, 화

석 등이 직접적인 연구 소재로 사용된 논문을 일일이 선별

하였다. 석개재 단면이 노출되기 이전이더라도 현재 석개재 

단면을 포함하는 지역의 지질을 연구하였다면 논문 목록에 

포함하였으며, 논문 게재일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의 논문

을 포함하였다. 최신 논문의 경우 관련 분야 연구자 개인 

접촉을 통해 수집하기도 하였다. 

그림 2. 태백산분지(A) 및 석개재 단면(B)의 지질도(Choi et al. 2003, 2004에서 변형).

A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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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의 분류를 위해 검색되어 선별된 논문들을 

지질학의 세부 분야에 따라 1차적으로 분류하고, 논문 등

급을 SCI급(SCIE 포함)과 국내학술지로 분류하였다. 국내

학술지는 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기타 학술

지를 모두 포함한다. 석개재 대상 연구 논문성과, 분야 및 

등급별 분류결과, 분야별 분류기준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석개재 단면 대상 연구논문은 총 38편이 수집되었

다(그림 3). 이 중 30편(78.9%)이 SCI급 논문으로서 석개

재 단면의 연구소재와 결과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그림 

3A). 한편 전체 논문 중 약 68%에 해당하는 26편이 고생

물학 분야의 연구로서 다양한 지층에서 산출된 다양한 분

류군을 다루었다(그림 3B; 참고문헌). 2000년대 중반에 연

구성과 도출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나, 최근에 다시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C). 1991년 

출판된 논문 1편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7년

간의 연평균 논문 생산건수는 약 2.2편으로써 석개재 단면

이 보유한 잠재적 연구소재의 풍부함과 가치가 인정된다.

2. 문화재(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 평가

지질유산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기념물’인 명승 또는 천

연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석개재 단면은 일반적인 강원 

산간지역의 풍광을 가지며 역사·문화적인 요소가 거의 없

어 명승으로서의 가치는 낮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지질유

산의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

1항 별표1)에 따라 석개재 단면을 평가하였다(표 2). 전술한 

38편의 논문내용을 근거로 평가하여 각 항목별 평가결과를 

<표 2>에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각 평가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1.   석개재 단면 대상 연구논문 38편의 목록(저자순)

분야

논문 등급

SCI급 국내학술지

지화학1·광물 Lee et al. 2016 최승현 외 2012

층서2
Choi and Chough 2005; Choi et al. 2003, 2004; Kim 

and Lee 2006; Kwon et al. 2006; Sim and Lee 2006; 

Ryu et al. 2005
김정률 1991; 손장원·최덕근 2005; 최덕근 2009

퇴적3 Woo and Chough 2007; Woo et al. 2006

고

생

  물4

삼엽충

Kang and Choi 2007; Kihm et al. 2013; Park and Kim 

2015; Park et al. 2013; Lee and Choi 2007, 2011; Sohn 

and Choi 2007

극피동물 Lee et al. 2004, 2005, 2006 이승배·최덕근 2006

미고생물/

생물초5

Choh et al 2013; Hong et al. 2012, 2014, 2015, 2016a, 

2016b; Lee 2008; Lee and Seo 2008; Lee, J,-H. et al. 

2016; Lee, M. et al. 2016; Park et al. 2016
서광수·이병수 2010; 이동진 외 2001

1 지화학·광물: 석개재 단면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연구로 제한. 논문 편수가 소수이므로 두 분야를 통합. 층서를 다루더라도 지화학 내용이 중심이면 지화

학으로 분류.

2 층서: 석개재 단면 대상 생층서(biostratigraphy) 및 암·순차층서(litho-/sequence stratigraphy), 층서자료를 이용한 고지리(paleogeography) 연구 포

함. 특정 화석군(taxon)을 연구하였더라도 기존 고생물 자료를 모아 생층서대를 정리하고 대비한 논문은 층서분야로 분류.

3 퇴적: 퇴적상(sedimentary facies) 분석, 퇴적 환경 복원 등에 대한 연구.

4 고생물: 석개재 단면에서 산출된 신규 화석의 기재와 분류를 중점적으로 다룬 논문은 고생물 분야로 분류. 석개재의 새로운 고생물 자료와 타 지역 기존 고생

물 자료를 종합하여 생층서대를 정리하고 대비한 논문은 층서분야로 분류.

5 미고생물·생물초: 코노돈트, 소형패각화석(small shelly fossils), 조류(algae) 등 미화석 또는 미생물화석이나 생물초(reef) 구성원 또는 생물초 관련 연구. 

생물초 구성에 미생물이 깊이 관여하므로 두 분야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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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태백층군이 퇴적된 태백산분지는 중한지괴(Sino-

Korean Block)와 곤드와나 대륙 사이의 얕은 바다로 지금

의 서해와 유사한 안정한 내륙해(epicontinental sea) 분지

였기 때문에(최덕근 2009) 대륙사면 및 해구, 수렴 또는 발

산 지판경계(plate boundary) 등을 지시하는 직접적인 지

질구조나 암석이 분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태백층

군에서 감람암(peridotite) 등 맨틀 이하의 지구 내부 암석

물질의 산출이 보고된 바 없다(표 2가-1, 2항목). 

그림 3. 연구성과(논문) 분석 도표. A.논문 등급별 비율, B.연구 분야별 비율, C.시기별 발간 논문 수.

표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3. 지질·광물·지형> 부문 천연기념물 지정기준과 그에 따른 석개재 단면의 평가표

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1)   지판(地板)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구

조나 암석
해당 없음

2)   지구 내부의 구성물질로 해석되는 암석

이 산출되는 분포지
해당 없음

3)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

(露頭)와 그 분포지

조선누층군 태백층군의 거의 모든 지층이 변형·변성 및 단속 없이 노출되어 주요 참고단면으로 제안됨

(Choi et al. 2004)

4)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조선누층군 기저면과 캄브리아기-오르도비스기 경계면(구간)포함(Choi et al. 2003, 2004)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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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그 산지

1)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그 산지
① 한반도 및 북중국에서 오르도비스기 시작을 알리는 표준화석인 Yosimuraspis 산출(Choi et al. 2003)

② 각 생층서대를 대표하여 국제 층서 대비에 사용되는 다양한 화석 산출(Choi and Chough 2005)

2)   지질시대의 퇴적환경을 해석하는데 주요

한 시상화석과 그 산지

①   대기층 규질 해면과 Epiphyton(석회질 조류)이 구성한 생물초 → 얕은 조하대 퇴적 환경(Hong et al. 

2012; Lee et al. 2016)

②   화절층 dendrolite mound → 이미 알려진 세계 각지의 캄브리아기 dendrolite와 달리 비교적 깊은 조하

대 퇴적 환경(Lee et al. 2016)

③   두무골층 microbialite-Archaeoscyphia-calathiid 패치 생물초 → 얕은 조하대 퇴적 환경(Kwon et al. 

2006)

④ 막골층 stromatolite → 해수면 하강에 따른 광범위한 peritidal 환경 지시(Kwon et al. 2006)

3)   신속(新屬) 또는 신종(新種)으로 보고된 

화석 중 보존가치가 있는 화석의 모식표

본(模式標本)과 그 산지

구분 학명·명명자(논문) 분류군 산출 지층

① 신속·신종 Sokkaejaecystis serrata Lee et al. 2005 극피동물 동점층

② 신속·신종 Taebaeksaukia spinata Lee and Choi 2011 삼엽충 화절층

③ 신종 Granatodontus asymmetrica Lee and Seo 2008 코노돈트 화절층

④ 신종 Granatodontus multicorrugata Lee and Seo 2008 코노돈트 화절층

⑤ 신종 Cambroctoconus coreaensis Park et al. 2016
stem

-group 

자포동물

대기층

4)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는 화석 산지 또는 

그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화석과 그 

산지

삼엽충, 극피동물, 해면동물, 석회조류, stem-group 자포동물, 미화석(chancelloriid, 코노돈트), 완족류 등 

다양한 화석들이 산출되며, 태백산분지의 발달 및 고지리 복원, 각 분류군의 진화계통 연구 등 다방면에 

높은 학술가치를 지님(표 1)

다.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퇴적구조와 암석

1)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고원생대 변성암 기반암과 태백층군의 부정합(또는 난정합)(Choi et al. 2004; Woo et al. 2006)

2)   퇴적구조: 연흔(漣痕), 건열(乾裂), 사층리

(斜層理), 우흔(雨痕) 등

① 면산층, 동점층의 사층리(Choi et al. 2004; Woo et al. 2006)

② 막골층의 연흔과 건열(Kwon et al. 2006)

③ 직운산층의 사층리와 침식면(Woo and Chough 2007)

3)   그밖에 특이한 구조의 암석: 베개 용암

(pillow lava), 어란암(魚卵岩, oolite), 구상

(球狀) 구조나 구과상 (球顆狀) 구조를 갖

는 암석 등

① 두무골층, 막골층의 생교란 탄산염암(Choi et al. 2004)

② 주로 대기층과 두위봉층의 온콜라이트(oncolite)와 어란암 등(Choi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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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누층군 중에서 변형 및 변성작용을 비교적 적게 

겪은 태백층군과 영월층군만이 퇴적, 층서, 고생물학적으로 

활발히 연구되었다(Choi and Chough 2005). 태백층군의 

경우, 과거 주요 연구지역은 태백시 남부를 흐르는 황지천

변과 철암천변 등의 자연 노두였으며 대표적으로 동점 단

면, 구문소 단면 등이 있다. 그러나 동점 및 구문소 단면은 

하천 단면의 특성상 접근이 어렵거나 노두가 하천 퇴적작

용 및 철도개설과 관련하여 피복된 구간이 많아 지층을 연

속적으로 관찰하기 어렵다. 또한 하천을 따라 남북 방향의 

단층이 수반되어 지층이 변형된 부분이 많다. 이에 비해 석

개재 단면은 비교적 최근 임도와 도로의 개설에 의해 노출

되었고 하천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습곡 및 단층 등 지층 

변형을 거의 수반하지 않아 전형적인 태백층군이 온전히 

노출되어 있다(표 2가-3). 

한편 석개재 단면에서는 고원생대 기반암과 태백층군

의 기저층인 면산층의 부정합 경계면, 동점층 하부에 캄브리

아기-오르도비스기 지질시대 경계가 인지된다(표 2가-4). 

2)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해석에 관련된 주요화석과 

그 산지

중한지괴(Sino-Korean Block)에서 오르도비스기 시

작을 지시하는 표준화석인 삼엽충이 동점층 하부에서 산

출될 뿐 아니라, 기(period) 이하의 지질시대인 세(epoch)

와 절(age)을 정의하는 생층서대를 설정하고 국내외 다른 

지역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삼엽충, 코노돈트 등이 산

출된다(표 2나-1; 참고문헌 참조). 또한 전기 고생대 동안 

태백산분지의 퇴적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스트

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 및 미생물 생물초(microbial 

bioherm), 해면 생물초(sponge reef) 등 다양한 화석 및 

퇴적구조가 보고되었다(표 2나-2).

위 화석들 이외에도 극피동물, stem-group 자포동

물 등이 산출되어 총 2개의 신속(new genus)과 5개의 신

종(new species)이 보고되었으며 모식표본이 정의되었다. 

특히 멸종한 극피동물인 스타일로포라(Class Stylophora)

는 후기 캄브리아기층에서 드물게 산출되기 때문에 

Sokkaejaecystis serrata 및 그와 함께 산출된 스타일로포

라들은 캄브리아기 동안 스타일로포라의 진화와 분포에 대

한 이해를 제고하였다(Lee et al. 2005). 한편 중국 산동의 

캄브리아기 제3세 지층에서 처음 보고된 stem-group 자포

동물인 Cambroctoconus(Park et al. 2011)의 신종이 석개

재 단면의 대기층에서 보고됨으로써(Park et al. 2016) 캄브

리아기 또는 그 이전의 자포동물 집단의 진화 계통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표 2나-3, 4). 이와 같이 석개재 단면에

서는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화석들이 연구되어 태백층군의 

생층서 정립은 물론 태백산분지의 진화, 한반도의 고지리, 

특정 분류군(taxon)의 진화계통 이해를 제고하는데 큰 기

여를 해왔다.

3)   한반도 지질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퇴적

구조와 암석

조선누층군은 캄브리아기 제2세 동안 전지구적인 해

수면 상승에 의해 대륙지각 연변부의 고도가 낮은 부분

을 따라 해침이 발생한 결과 퇴적되었다고 해석된다(최덕

근 2009, 2014).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태백층군의 기저

층인 장산층 또는 면산층이 선캄브리아 시대의 기반암

(화성암 및 변성암)과 부정합적으로 접한다는 사실이다. 

석개재 단면에서는 한반도를 이루는 지각에서 현생이언

(Phanerozoic)에 일어난 이 최초의 지질학적 현상의 기록

을 볼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표 2다-1). 태백층군을 

제외한 조선누층군의 다른 층군들은 기저층이 대부분 다

른 하부 고생대 층(군) 또는 상부 고생대 평안누층군과 단

층으로 접하거나 화강암류에 의해 관입되어 기반암과의 경

계를 관찰할 수 없다(그림 2). 

인공적으로 노출된 석개재 단면은 다른 지역에서 이

미 알려진 하부 고생대 퇴적층 단면에 비해 훨씬 긴 구간

(임도 및 도로 약 6.5km)에 걸쳐 지층이 연속적으로 노출

되어 있고, 경사가 30~40°인 지층들이 수평적인 도로에 의

해 절개되어 있어 지층의 단면뿐만 아니라 평면상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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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퇴적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표 2다-2; 사진 1). 

<표 2다-3>에 기재된 특이 암석 이외에도 석개재 단면

에서는 자가각력암(autobreccia), 미고생물 및 해면동물 등

이 형성한 마운드·생물초 등 특이한 암석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Choi et al. 2004; Lee, J.-H. et al. 2016; 표 2다-3). 

다양한 퇴적구조 및 특징적 퇴적암은 태백층군의 종합적인 

상분석(facies analysis; Choi et al. 2004)과 순차층서 분석

(sequence stratigraphic analysis; Kwon et al. 2006)를 가

능케 하였다.

위와 같은 정성적 판단 내용을 근거로 석개재 단면은 

<표 2가-3, 4>, <표 2나>, <표 2다>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층 

및 화석의 산지로서 천연기념물로 손색이 없으나, 천연기념

물로 지정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토의

하겠다.

3. 지질유산으로서의 가치평가

최근 국가지질공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의 

다양한 지질명소 발굴 및 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지질유산의 평가방법과 정량적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e.g. 박준형·정대교 2012; 사공희·이수재 

2014; 이수재 외 2015; 이성준 외 2016; 조형성 외 2016). 석

개재 단면은 약 6.5km에 달하는 연속적 지질노두라는 점

에서 여기서는 지질노두의 규모에 대한 평가항목이 구체적

으로 제시된 이성준 외(2016)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여 평

가하였다. 사공희·이수재(2014)가 최초 제안하고 이수재 외

(2015)가 보완한 지질유산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성준 외

(2016)는 더 명확한 점수 부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된 

점수 부여 방향은 최종 정착된 평가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도 계속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나, 석개재 단면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천연기념물 평가결과와 비교하여 해

당 지질유산의 가치 및 활용방안에 대한 토의 근거로 활용

하고자 한다(표 3). 평가항목, 기준, 점수 부여 근거 등 세부

사항은 이성준 외(2016)에 제시되었다.

평가항목은 크게 가치분야와 보전·관리 분야로 나뉘

는데, 가치분야 중 특히 학술·교육적 가치항목은 천연기념

물 판단기준에서 다룬 내용과 중복되므로 상세한 서술은 

제외하였다. 점수부여 근거는 표에 가급적 상세히 기록하였

으므로 그밖에 특기할 사항만 아래에 서술하겠다.

학술적 가치의 추가 근거로 석개재 단면이 해외 저

명한 학자들에게 소개된 사례를 추가한다. 국제층서위

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Stratigraphy)의 분

과위원회인 국제 캄브리아기 층서위원회(International 

Subcommission on Cambrian Stratigraphy)의 연례 학술

대회 및 답사가 2004년 한국에서 개최되었고, 답사 일정 

중 하루 전체가 석개재 단면에 할애되었다(최덕근 2004; 

Choi 2005).

지형 및 경관적 가치 항목의 평가에서 석개재 단면에

는 지질특성과 관련된 지형적 특이성이 고찰된 바 없으나, 

묘봉 정상부에서 풍혈(매일신문 온라인 2015년 2월 16일자, 

“태백산 묘봉 정상 ‘풍혈’ 2곳 첫 발견”) 등의 지형적 특이성

이 검증되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역사 및 문

화적 가치 항목에서 향후 ‘석개재(石開岾)’라는 명칭의 유

래에 있어서 암석 또는 지질과 관련한 민속성, 상징성 등의 

요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유림 구역에 속해 있는 석개재 임도는 남부지방산

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관리하고 있다. 관리내용은 임도

의 도로 및 배수로 유지보수, 통행관리, 임도 절개면 관리, 

원활한 인원과 차량의 통행 및 임도 유실 방지를 위한 절개

면의 수목제거 등으로(영주국유림관리소 김모영 개인통신) 

지질 단면을 위한 조치는 아니나, 노두가 최소한의 관리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관리현황 항목에서 최저점 부여는 

피하였다. 

결과적으로 석개재 단면은 가치분야에서 85점 중 53

점, 관리·보전 분야에서 15점 중 10점을 얻었으며, 학술·교

육적, 본질적, 기능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판단되나 지형·

경관적, 역사·문화적, 경제적 가치는 다소 낮은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석개재 단면의 지질유산 등급을 부여하였

다. 지질유산 등급 판단은 현 시점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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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질유산 가치평가표를 석개재 단면에 적용한 결과

조사지역(권역) 지질유산명
석개재 하부 고생대 

퇴적지층 단면

지질도 장성(長省) 수치지형도 도엽번호 379143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점수 구
분
기
호

점수 부여 근거5 4 3 2 1

합계(①+②) (53+10)/100

①
가치
분야

학술 및 
교육적 
가치

대표성 ○ SCI급 논문 30편, 조선누층군 태백층군의 주요참고단면

희소성 ○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백층군의 전체 시퀀스를 한 길을 따라 볼 수 있는 곳

다양성 ○

매우 높은 지질다양성(다양한 암상, 퇴적구조, 특이 암석, 화석 산출; 

캄브리아기 제2세부터 오르도비스기 중세까지 다양한 지질시대 포함; 

부정합 및 지층 경계 다수 포함)

전형성 ○
교과서적 암석 및 암상, 퇴적구조 등 다수 포함(퇴적학 이외 지질학적 

요소 빈약)

지형 및 
경관적 
가치

특이성 ○
산간 고지대의 깊은 계곡 등 일반적인 경관 가치는 인정되나, 지질특

성에 의한 특이 지형은 고찰된 바 없음

재현
불가능성

○
이성준 외(2016)가 지적한 대로 이 항목은 기준이 모호하고 판단이 어

려워 중간값을 선택함

자연성 ○ 지질노두가 도로건설 및 유지에 수반되는 인공구조물과 공존함

심미성 ○
낙동정맥트레일 1구간과 일부 중첩되어 일반적인 경관이 아닌 독특한 

경치와 흥미를 제공할 수 있는 도로라고 판단됨

①
가치
분야

역사 및 
문화적 가치

역사성 ○ 최근 인위적으로 노출된 지질단면으로서 지질과 직접 연관된 역사·

문화적 가치는 없다고 판단(해당분야 전문가 조사결과, 의견 요구됨)

최근 인위적으로 노출된 지질단면으로서 지질과 직접 연관된 역사·

문화적 가치는 없다고 판단(해당분야 전문가 조사결과, 의견 요구됨)

최근 인위적으로 노출된 지질단면으로서 지질과 직접 연관된 역사·

문화적 가치는 없다고 판단(해당분야 전문가 조사결과, 의견 요구됨)

민속성 ○

상징성 ○

본질적 
가치

규모 ○
노출면적 500㎡이상(임도 노두 약 5km, 도로 노두 약 1.5km, 노두 사

면 높이 평균 3m 이상)

온전성 ○

임도구간은 도로개설 이후 자연적 식생 생장에 의한 훼손만 가해짐, 

삼척시 관할 도로부분의 약 500m 구간 절개면은 보강을 위해 포장됨

(2017년 5월 현재)

기능적 
가치

토양기능 ○
보호림이 지정된 것을 바탕으로 토양기능이 높을 것으로 간접적 추측

(해당분야 전문가 조사결과, 의견 요구됨)

생태기능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2008. 11. 27.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 

1-189 등 총 3,576 ha 자연생태계보전지역·희귀생물자생지)

경제적 
가치

관광자원 ○
석개재 임도는 트레킹 또는 산악자전거 코스로 알려지고 있어, 여가·

교육과 접목한 지질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 다소 높음

지질자원 ○
인근 지역에는 금속광산이 있으나 석개재 단면에 노출된 지층 자체의 

자원 가치는 낮음

②
보전 및 
관리분야

접근성 ○
석개재 단면은 도로를 따라 노출되어 있음(임도 구간은 산불조심 기간 제외 

일반인 통행 가능)

편의 및
 방호시설

○
석개재 임도 입구에 화장실, 정자, 소규모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나 노두 방

호시설은 없음

관리현황 ○ 산림청의 국유림(임도) 관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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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각 유산마다 성격이 상이하여 적절한 등급 판정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이성준 외(2016)가 제안

한 가중치 부여 등급표 3종을 적용하였다. 학술·교육적 가

치 19점과 지형·경관적 가치 8점을 등급표에 도시한 결과, 

석개재 단면은 곡선 가중치 유형(weighted curve type)과 

직선 가중치 유형(weighted linear type)에서는 I등급, 아크 

가중치 유형(weighted arc type)에서는 II등급대상의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그림 4). 이수재 외(2015)가 제안한 지질

유산 가치평가 세부기준에 따르면 I등급은 세계급 보호대

상, II등급은 국가급 보호대상 지질유산에 해당한다.

Ⅳ.   토의 - 석개재 단면의 보전 및 활용

방안

1. 문화재 지정 필요성 검토

한반도 지각 진화를 연구하고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해온 석개재 단면은 보전하고 활용해야 할 우리의 

지질유산임에 틀림없다. 석개재 단면의 중요성을 인지해 왔

던 학계 일각에서는 석개재 단면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그 한 가지 방안이 문화재 지정이다. 

현재 지질(지구과학) 관련 천연기념물은 지질지형, 천

연동굴, 고생물 부문으로 분류된다. 석개재 단면과 같이 여

러 지층, 다양한 퇴적구조와 화석을 통해 전기 고생대의 퇴

적환경과 생물상을 볼 수 있는 구문소 단면은 고생물 부문 

천연기념물로 분류되어 있다. 석개재 단면 또한 고생물 분

야의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석개재 일대의 지질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을지라도 단

면 자체는 인공적인 과정을 통해 노출되었기 때문에 ‘자연

현상’을 기반으로 하는 천연기념물로서 지정될 수 있는지는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가 필요하다. 

인위적인 과정으로 발굴되었다고 해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우는 있다. 예를 들어, 제534호 진주 호탄동 익

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제395호 진주 가진리 새발

자국과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제535호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둥지 화석 등은 토목·건축 공사과정 중에 발굴된 

지질노두 또는 화석이다. 이들은 학술적 가치, 희귀성, 규모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보호되지 않았다면 공사과정 

중에 사라졌을 수 있고 복원이 불가능한 지질유산으로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한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석

개재에서와 같이 대형동물이 진화하기 이전인 전기 고생대

의 암석 및 화석의 관찰과 연구를 위해서는 조류·공룡발

자국, 공룡 알둥지와 달리 특정 지층면보다는 지층 단면의 

노출이 중요하며, 노출된 후 어느 정도 시간동안 풍화작용

을 겪은 후 더욱 관찰과 연구가 용이하기도 하다. 즉 어느 

정도의 자연적 훼손이 더 많은 지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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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성준 외(2016)가 제안한 ‘가중치 부여 지질유산 등급 분류표’에 따른 석개재 단면의 지질유산 등급(적색 마름모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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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절개면에서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마모되

거나 깎여도 같은 지층의 새로운 단면이 계속 드러날 수 있

고, 동일 지질 분포지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경우 비슷한 

성격의 지질 단면이 새로이 노출될 수도 있다. 또한 석개재 

단면은 도로의 특성상 공사가 완료되면 사라지거나 묻혀버

릴 건축공사장과 달리 지질 노두의 멸실의 위험이 낮다. 

결과적으로 석개재 단면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워 보존이 시급한 지질유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인위적으로 노출되었고, 경관적 가치가 낮다는 속성까지 

고려해 볼 때 문화재(기념물) 지정의 당위성은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석개재 단면의 가치는 오히려 연구자, 학생, 일반

인들이 활발한 학술, 교육, 관광 활동 등을 누리는 과정에

서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로 석개재 단면을 대상

으로 한 적극적 학술활동의 지속을 위해 보존 위주인 문화

재 지정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해석된다.

2. 지질유산 등급 검토

석개재 단면의 지질유산 등급은 이성준 외(2016)가 제

안한 세 가지 가중치 유형에 따라 I 또는 II등급으로 분류되

었다(그림 4). 추가적인 정성적 검토를 통해 이 세 가지 가

중치 유형 중 국내 실정에 가장 적합한 등급분류 유형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석개재 단면의 등급을 재분류하였다.

이성준 외(2016)는 지질유산 등급분류의 적정성을 판

단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중 노출된 가상의 K-T경계(백악기

와 고제3기의 경계) 지질노두를 제시하였다. 이 가상의 노

두는 학술·교육적 가치는 매우 높은 반면 지형·경관적 가

치가 낮아 기존 등급표에서는 II~III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곡선 및 직선 가중치 유형에서는 I등급, 아크 가중치 

유형에서는 II등급으로 분류되어 저자들은 가중치 부여 등

급을 통해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K-T 경계는 소행성 충돌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지질경계로서 중요한 지질시대 경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K-T 경계는 세계 곳곳에 드러나 있는데, 어떤 단면

이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질단면 노출 

및 연속성의 양호함, 지층의 적당한 두께, 연속적 퇴적, 구

조지질학적 단순성, 다양하고 풍부한 화석의 산출, 이리듐

(iridium) 농도와 탄소동위원소의 이상(anomaly) 등 다양

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Molina et al. 2006). 이러한 조건

이 현저하게 미충족되고 경관적 가치도 낮은 인위적인 노

두라면 K-T 경계 단면이라 해도 세계급으로 판단하기 어렵

다. 따라서 이성준 외(2016)가 제안한 세 가지 등급분류 유

형 중 가상의 K-T 경계를 II등급으로 분류한 아크 가중치 

유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학술·교육적 가치에서 최고점에 가까운 19점이 부여

되었으나 낮은 지형·경관적 가치를 가지는 석개재 단면도 

가상의 K-T 경계와 유사한 경우다. 석개재 단면의 태백층군

은 한반도와 그 인접 지각만을 포함하는 다소 국지적인 지

질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석개재에서 관찰되거나 

연구된 특이 암상, 퇴적구조, 화석들은 경우에 따라 교과서 

수준의 훌륭한 교육자료로 인정될 수 있으나 모두 세계급

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석개재 단면 역시 아크 가중치 유형을 적용

하여 국가급 지질유산인 II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해 보인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GSSP(Global Stratotype 

Section and Point)와 같이 국제적 층서 표식지가 지정된다

면 세계급 보호대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보전·활용방안

석개재 단면이 지질유산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임도 부분의 노두는 식물의 

빠른 생장과 풍화에 의해 덮이거나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도로 부분의 노두는 안전상의 문제로 추가적인 보강공사에 

의해 포장 또는 도포되고 있다(사진 2). 이미 연구되어 중요

성이 입증된 노두들이 사라거나 덮이는 경우 지속적인 연

구·교육이 어려워져 지질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저하될 수 

있다. 석개재 단면이 문화재로서 지정되기는 바람직하지 않

으나 학술·교육적 가치가 높아 국가급 보호대상으로 판단

되었다면, 보전·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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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는 국가지질공원 제도를 활용하여 석개재 단면을 

지질명소로서 연구·교육·관광에 활용하는 방안이 최선이

라고 생각된다.

석개재 임도가 포함된 경상북도는 현재 관내 지질공

원의 개발을 위하여 지질유산 발굴사업을 추진 중이다(경

상북도 환경정책과 김정훈 개인통신). 경상북도의 지질은 

선캄브리아 시대의 변성암류와 그 위에 퇴적된 백악기~신

생대의 퇴적암 및 관입암류로 대변되며, 강원 남부, 충북 북

동부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고생대 지층은 봉화, 문경지역

으로 약간 연장 분포할 뿐이다(최위찬 외 1995). 따라서 경

상북도가 석개재 단면을 고려하여 고생대 지질을 주제로 

지질공원 설립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미 봉

화군과 인접한 강원 남부에 고생대 지질공원이 설립되어 최

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고(환경부고시 제2017-1호, 

사진 2.   석개재 단면의 훼손 양상. A~B.임도 구간 중 화절층-동점층 경계부의 식생 및 풍화 진행(A-2003년, B-2009년). C~F.2017년 현재 도로 구간의 붕

괴 위험지역 정비공사(C-막골층 중부, D-막골층 상부, E-직운산층, F-두위봉층)(사진제공: 충남대 이정현 교수(C, D, F), 고려대 조세현(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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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인증’), 관내에 고생대 지층이 널

리 분포하는 충북 단양군이 국가지질공원 신청 예정이다

(국가지질공원사무국 홈페이지). 한편 석개재 단면에는 경

북 봉화의 임도구간 뿐 아니라 강원 삼척시의 도로구간도 

포함된다. 

결국 석개재 단면은 가장 최근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이하 강원지질공원)에 포

함된 하나의 지질명소로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

원지질공원(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등 4개 단체 관

리·운영) 구역은 태백산분지의 주요부분을 포함하여 한반

도 고생대 지질의 연구 및 교육의 장이 되어왔다. 그러나 기 

선정된 지질명소(21개소)들은 카르스트, 한반도지형 등 특

이지형과 석회동굴이 대부분이며, 핵심인 고생대 지층 자

체가 명소인 곳은 네 곳에 지나지 않는다. 네 곳 중 하나인 

구문소 단면과 가깝고 지질유산의 성격이 서로 유사하나, 

노두에 대한 제약사항이 적어 지질관광에 적극 활용 또는 

계속적 연구가 가능한 석개재 단면은 오히려 강원지질공원

의 핵심 지질명소가 될 수 있다. 

석개재 단면을 지질명소화 하는 시작점으로 임도 입

구와 도로부분의 조망점 등에 지질(탐방) 안내 설명판을 설

치하거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해당 도로 및 임도 관리자

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향후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인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화석 및 암

석채취 방지를 위한 CCTV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Ⅴ.   결언 및 제언

아무쪼록 본 논고를 바탕으로 강원 삼척시와 경북 봉

화군이 석개재 단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원지질공원과 

협력하여, 석개재 단면이 지질유산으로서 제도적으로 보호

되고 보전·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석개재 단면과 같은 중요한 지질유산이 사장되지 않

고 적절히 보전·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

항이 있다. 석개재 단면의 경우와 같이 다음의 특징을 갖

는 지질유산은 발견 또는 발굴되는 대로 문화재 지정을 검

토하기 보다는 학술·교육적 활용을 위해 체계적·주기적으

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연구·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

인다. ①최소한 국가급 이상의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상되

나 ②인위적으로 노출되었고 ③경관적으로도 특이성이 적

으며 ④유사한 지질·지리적 환경에서 인위적 또는 자연적

으로 재현 가능한 지질 노두.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질노

두를 노출시킬 수 있는 각종 국토개발정보 또는 자연재해

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획득 및 공유, 지질유산 조사, 평가 

인력풀, 조사 및 평가과정의 관리, 평가결과 공유, 지질유산 

목록화, 활용방안 제시 등을 전담하는 조직이 궁극적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가지질공원 신청·인증 과정에도 보완이 필요하다. 

지질공원 주제가 되는 특정지질은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분

포하나, 국가지질공원 신청은 현실적으로 행정구역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지질주제를 보

유한 인접 지자체가 지질공원 개발을 희망할 경우 주제와 

지질명소의 중복성 문제를 겪게 되거나 결국 비슷한 주제

의 지질공원을 개발하여 지질공원 간의 차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석개재 단면과 같이 특정 행정구역 내에

서는 부수적인 지질일지라도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 같은 

주제로 엮일 수 없는 지질유산은 지질명소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의 지질 다양성과 중요 

지질기록들을 보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지질요

소가 같을 경우 국경도 초월하여 하나의 지질공원으로 신

청할 것을 요구하는 세계지질공원 제도와 같이 국가급 지

질공원도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신청하고 인증받을 수 있도

록 유도해야 한다.

머지않아 지질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와 체계

가 정비될 것으로 기대되나, 그 전까지 지질유산이 객관적

으로 평가되고 적절히 보호되며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질학 

전문 인력들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요구된다. 예를 들어, 각

종 공사과정 중 새로운 지질유산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환

경영향평가 또는 지반조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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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자의 연구지역에서 새로운 지질 노두가 드러날 때 SNS 

등을 활용하여 노두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지질 관련 전문

가와 협력하여 예비조사(pilot survey)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유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사

연구성과 검색을 위한 자료제공에 협조해 주신 대한자원환경지질

학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고생물학회, 각종 질문에 자세히 답변

해 주신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경상북도 환경정책

과,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 여러분, 사진

을 제공해 주신 충남대학교 이정현 교수, 고려대학교 조세현 학생

께 감사드린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건설적인 비평과 조언을 해주

신 익명의 심사위원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이 연구는 한국지질자

원연구원 주요사업인 “디지털매핑에 의한 통합 지질정보 제공기

술 개발(과제코드 GP2017-002)”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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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okgaejae section is located along a timber access road and a driveway across Bonghwa County, 

North Gyeongsang Province, and Samcheog city, Gangwon Province. Its stratigraphic column shows all of the 

ten strata of the lower Paleozoic Taebaek Group, Joseon Supergroup. The Seokgaejae section is proved to be 

scientifically important. Thirty-eight domestic/international journal papers have been published on this early 

Paleozoic stratigraphic site, and many distinguished researchers over the world have visited the site. However, 

the section has never been considered to be designated as a national natural monument and was not included 

in the adjacent Gangwon Paleozoic National Geopark due to management or administrative issues. Although 

the Seokgaejae section sufficiently satisfies many of the national natural monument criteria, designation for the 

natural monument may not be justified because of the facts that the outcrop was artificially exposed by road 

construction; the chance of destruction of the outcrop is relatively few; demage on the outcrop to some extent 

does not impair the intrinsic value of the section; and the geomorphological/landscape value of the section is 

low. The application of the recently modified geological heritage assessment model to the Seokgaejae section 

shows very high scores on the scientific/educational, intrinsic, and functional values. Based on the improved 

geological heritage grade standard, the Seokgaejae section conforms to the national-level protection criteria.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manage the Seokgaejae section as a principal geosite by including it in the 

Gangwon Paleozoic National Geopark. This case study on the Seokgaejae section also suggests that the process 

of application and endorsement of a national geopark need further improvement.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r policy related to geological heritages, further efforts of the experts in various fields of geoscience 

are required in order for other geological heritages not to be neglected from now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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