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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yeongpo Provincial Park covers a large area including Gyeongpo lagoon and Gyeongpo beaches
in the past, and Sunpo wetland and Sunpo beach areas in the north. It was a high geomorphological
diversity area such as sand beach, coastal sand dune, sand bar, lagoon, brackish water zone, back
swamp, mountainous hilly area and various weathered terrain. Today, land use change has reduced
the area of the Provincial Park, and various geomorphic resources have been damaged. However, the
environment has been improved recently, such as wetland construction and wetland restoration, and
a relatively stable environment has been maintained due to the well-managed environment. In order
to maintain the coastal geomorphic system of Sunpo area,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sand beach,
coastal sand dune and lagoon wetland into one. Gyeongpo area needs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soil erosion that occurs up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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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도립공원은 1982년 자연보존법에 의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경포호와 경포해변, 경포대
를 비롯한 경포호 일대와 북쪽의 순포호와 순포해변 일대를 포함하는 넓은 면적을 자랑하였으며, 사
빈, 해안사구, 사주, 석호, 기수역, 배후습지, 구릉성 산지 및 각종 풍화 지형들이 나타나는 지형학적
다양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경포해수욕장과 경포호를 중심으로 개발 및 사유지의 사용 등으
로 인해 위락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많은 지형들이 자연성을 잃어갔으며 급기야 도립공원의 일부가
해제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현재는 도립공원의 면적이 축소되었고, 자연성이 낮은 지형자원들의
분포가 주를 이루고 있다(Fig. 1). 그러나 남아 있는 보호지역의 일부에서 습지 조성과 복원 사업이
진행되었고, 지형변화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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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yeongpo Provincial Park (Gyeongpo area and Sunpo area).

안정적인 환경이 잘 유지되고 있다. 다만 지형은 주변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적인 유지가 되는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형 단위 단독으로 보전하는 것이 아닌 주변의 지형들을 포함하여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개관
1. 지질 및 지리적 특성

경포도립공원이 위치한 태백산맥의 동사면과 동해안 사이의 좁은 구역은 지반이 지속적으로 융기
되면서 오랜 기간의 풍화와 차별침식을 받은 결과, 기복이 작은 구릉성 산지와 평탄지 등이 주로 발
달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들은 두꺼운 풍화층으로 덮여 있거나 풍화에 의해 형성된 핵석이나 기반암
이 침식에 의해 노출되어 암석 경관을 형성하기도 한다.
경포도립공원이 위치한 지역은 중생대 쥐라기에 관입한 대보화강암 계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
문진화강암, 흑운모화강암, 강릉화강암이 대부분의 구릉지대에 분포하며, 경포호 남쪽 일부에 트라
이아스기에 형성된 남항진 섬록암이 대상으로 분포한다. 순포습지와 경포호는 신생대 제4기 충적층
이 주변의 화강암 구릉지에 둘러싸인 분포를 나타내며, 화강암 기원의 풍화물질이 퇴적되어 형성되
었다. 태백산지에서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은 길이가 비교적 짧지만 풍화물질의 공급량이 많아 사빈
과 해안사구를 비롯한 다양한 해안 퇴적 지형들을 형성시켰다.
2. 환경변화

순포습지는 1920년대에 89,000m 의 대규모 면적을 자랑하는 전형적인 동해안의 석호였다. 그러나
석호를 비롯한 습지는 쓸모없는 땅이라는 인식하에 많은 부분이 경작지로 개간되어 이용되었고,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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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형태가 변형되었으며, 습지수 유입량도 인위적으로 조절되어 자연적인 석호의 모습이 점차 사
라져갔다. 이후 2000년대까지 지속적인 인간의 간섭으로 인해 습지 면적이 원래의 1/6로 줄어들게 되
었다. 현재는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 복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Fig. 2). 사빈과 사구지대의 경우 군사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부분은 비
교적 환경변화가 크지 않지만 해안도로의 서쪽 사구지대는 카페와 상업시설이 일부 들어서 지형의
변화가 관찰된다.
경포호는 60년대와 70년대에 면적의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 시기에 경포호에 호안도로가
건설되어 호안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주변 농경지의 확대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의 위락시
설이 급증하여 경포호의 면적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Fig. 3). 또한 70년대에 들어서 인공
제방을 건설하여 경포호로 직접 유입되던 경포천의 유로를 변경시켜 경포호로 유입되던 퇴적물의

Fig. 2.

Fig. 3.

Sunpo wetland restoration project.

Area change of Gyeongpo lagoon (source: Wonju Regional Environment Agency, 2008, A study on
the ecosystem monitoring and management plan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the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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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중단되었다. 이후 경포호의 호안과 상류지역을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생태학습을 할
수 있도록 호수공원 및 습지 공원으로 변형시켰다. 그 결과, 현재는 자연상태의 모습이 남아 있는 원
형의 경포호와는 매우 다른 경관을 나타내고 있다.
지형자원의 특성
1. 순포지구

경포도립공원 순포지구의 지형은 크게 사빈(sand beach)에 해당하는 사천해변과 순포해변, 사빈 배
후의 해안사구(coastal sand dune), 그리고 사구 배후에 위치한 석호(lagoon)인 순포습지로 구분된다.
사천해변과 순포해변은 화강암의 풍화로 인해 형성된 조립질 모래가 연안류에 의해 이동하여 퇴적
된 전형적인 동해안 사빈에 해당한다. 사빈의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하며 계절에 따라 범(berm)의 위치
가 변하는 특성을 나타낸다(Fig. 4).
해안사구는 사빈의 배후에 발달하는 해안퇴적지형으로 동해안에서 매우 흔하게 관찰된다. 순포지
구의 해안사구는 사빈을 따라 약 1,800m 정도의 길이를 가지며, 배후산지의 분포에 따라 50～150m
정도의 폭을 나타낸다. 전사구, 이차사구, 사구열 등 해안사구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대표적인 사구형
태가 나타나지 않으며, 취식와지(blowout)나 슬러프터(slufter)와 같은 사구 미지형들도 관찰되지 않는
다. 전체적으로 사구사의 체적이 매우 작고 경사가 완만하며, 낮은 비고를 보이는 빈약한 해안사구의
형태를 하고 있다(Fig. 5).
순포습지는 동해안에서 흔하게 발달하는 석호습지에 해당하는 지형으로 2011년 생태적으로 우수
성을 인정받아 복원공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석호를 구
성하는 지형적 요소로는 석호에 담수와 퇴적물을 공급하는 하천 및 하천 유역이 있으며, 바다와 일
시적 혹은 부분적으로 단절과 연결을 반복하는 해안퇴적지형인 사주(bar) 또는 사취(spit) 등이 있다.
해수면 하강과 같은 퇴적을 방해하는 요인이 없다면 석호는 형성된 이후로 퇴적물의 지속적인 공급
으로 인해 석호의 수심이 얕아져 결국 육화되어 사라지는 과정을 겪는다. 순포습지 역시 형성된 이
후로 퇴적물의 공급으로 인해 면적이 감소하였으나, 습지복원공사로 인해 퇴적물의 공급이 중단되어

Fig. 4.

Sunpo beach.

Fig. 5.

Coastal sand d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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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unpo wetland’s north lake.

Fig. 8.

Sunpo wetland’s outlet 1.

Fig. 7.

Sunpo wetland’s south lake.

Fig. 9.

Sunpo wetland’s outlet 2.

자연적인 면적의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순포습지는 크게 북호와 남호로 구분
되며(Fig. 6, 7), 순개골과 앵개골, 작은순개골에서 매우 작은 하천이 유입되어 습지수를 유지하고 있
다. 바다와 만나는 부분은 사주가 아닌 사빈으로 막혀 있어 기수역이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자
연적인 사빈의 형성(Fig. 8)과 함께 인위적인 양빈의 결과로 보인다(Fig. 9). 소규모의 석호나 하천이
바다로 유입될 경우, 사주나 사취가 아닌 사빈으로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석호의 유량
이 급격히 증가하는 장마철에 갯터짐(tidal inlet) 현상으로 바다와 연결되기도 한다. 순포습지의 경우,
습지 바닥의 고도가 해수면보다 높은 부분이 많아 자연적으로 바다와 연결될 경우 습지수의 손실이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경포지구

경포도립공원 경포지구의 지형은 크게 경포호 북서부의 구릉성 산지, 석호인 경포호, 경포호 상류
부분의 소택지형 습지인 가시연 습지로 구분할 수 있다. 경포호 상류에는 경포천이 흐르고 경포호
전면에는 바다와 경계를 이루는 사주가 발달하고 있으며, 사주 위에는 해안사구와 사빈이 나타나고
있어 전형적인 하천-석호-사주-사빈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해안사구와 사빈과 같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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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은 많은 부분이 개발되어 도립공원 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구릉성 산지 지형은 오랜 기간의 풍화와 침식에 의해 지형의 기복이 작아진 결과 형성된 지형이
며, 경포지구의 구릉성 산지는 농경지와 주거지로 둘러싸여 있을 뿐 특별한 지형자원이 관찰되지 않
는다.
경포호는 동해안의 가장 대표적인 석호이지만, 주변 지역의 개발과 석호습지의 공원화로 인해 자
연상태의 모습이 사라진 상태이다(Fig. 10). 전형적인 석호의 증거인 경포천은 경포호로 직접 유입되
지 않고, 남쪽으로 새로운 유로를 만들어 경포호를 돌아가고 있으며, 가시연 습지를 지나온 습지수가
경포호로 유입되어 경포호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Fig. 11). 습지수가 유출되는 부분은 경호교, 월송
교, 강문교를 지나 바다와 직접 만나며 넓은 기수역을 형성하고 있다(Fig. 12). 석호의 중앙에는 홍장
암(紅糚巖)과 조암(鳥巖)이라는 바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 있다. 이 바위 위에 월파정이 자리하고 있
는데, 이곳에 분포하는 바위들은 토르(tor) 지형에 해당한다(Fig. 13). 토르는 화강암이 오랜 기간의 심
층풍화를 받아 핵석(core stone)이 형성되고, 핵석을 둘러싼 풍화물질들이 삭박에 의해 제거되어 지표
에 드러나 쌓여 있는 지형을 말한다. 이러한 지형들을 제외하면 석호 내부에는 다양한 지형자원이
분포하지 않는다.
소택지형 습지(swamp)인 가시연 습지는 경포호의 상류에 위치하며, 수심이 얕고 경포호보다 상대

Fig. 10.

Fig. 12.

Gyeongpo lagoon’s view.

Gyeongpo brackish water zone.

Fig. 11.

Fig. 13.

Gyeongpo wetland’s inlet.

Wolpajeong pavilion and 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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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uryale ferox wetland’s outlet.

적으로 수위가 약간 높아 습지수가 지속적으로 경포호로 공급되는 특징을 보인다(Fig. 14). 상류부분
의 경포천이 유입되는 부분은 경포천의 수위가 상승할 경우에만 유입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을 설
치하여 습지수의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형자원의 관리
1. 관리 실태
1) 순포지구

순포습지는 2011년 생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복원공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2016년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Fig. 15). 복원공사 이후 습지 주변의 대대적인 환경 개선이 이루어
졌다. 관람용 목제 데크와 탐방로가 조성되어 효율적인 생태보전과 더불어 방문객들의 안전한 생태
탐방이 가능하게 되었다(Fig. 16, 17). 또한 입구의 주차장을 비롯하여 습지 곳곳에 안내판과 조류관
찰 전망대, 벤치 등을 설치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정보전달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습지 전면의 사빈은 군사지역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철책과 초소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출
입을 통제하고 있다(Fig. 18). 이로 인해 사빈은 해안침식이 일어나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자연상태
를 잘 유지하고 있다.
해안사구지대에서 사구 모래의 이동을 관찰한 결과 현재 사빈과 사구 및 배후지역 간에는 매우 느
린 모래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빈에서 기원한 모래가 사구지대의 소나무에 막혀 사구 및
배후지역으로 이동하는 양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해안도로가 지나가면서 사구지대를 단절시키고
있어 사구 모래가 배후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Fig. 19).
2) 경포지구

경포지구는 자연상태의 지형보다 인위적인 요소들이 많이 관찰된다. 경포호의 호안은 석축으로
조성되어 있으며(Fig. 20), 호안을 따라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다(Fig. 21). 곳곳에 전망데크와 인공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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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te Sunpo wetland protected area.

Fig. 17.

Trail.

Fig. 19.

Fig. 16.

Fig. 18.

Wood deck.

Military iron fence.

Road across coastal sand dunes.

형물이 위치하고 있지만 대체로 관리가 잘 되고 있어 큰 지형의 변화 또는 주변 지형에 위해를 미치
는 요소는 관찰되지 않는다.
가시연습지 지역은 목제 탐방데크와 포장도로, 매트형 탐방로 등 습지의 부분적인 특성에 맞는 다
양한 탐방로를 설치하여 토양의 유실과 지형변화를 방지하고 있다(Fig. 22). 그러나 상류지역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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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Gyeongpo revetment.

Fig. 22.

Mat type trail.

Fig. 21.

Gyeongpo lagoon trail.

Fig. 23.

Shore soil erosion.

된 유수지의 경우 호안을 따라 토양의 침식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Fig. 23). 강우 시의 지속적인
토양 침식이 반복되어 길이 2～3m, 폭 20～40cm, 깊이 30～60cm 정도의 우곡(gully)이 수십여 개가
관찰된다. 우곡이 발생하게 되면 사면의 안정성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나아가 탐방로까지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또한 침식된 토양이 유수지에 흘러들어 퇴적되게 되면 유수지가 저수할 수 있는 용량이
감소하게 되어 하류의 습지와 경포호의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 관리 방안
1) 순포지구

순포지구는 사빈, 해안사구, 습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질 이동의 측면에서 하나의 해안 지형 시
스템으로 볼 수 있다. 조사 결과, 비교적 지형의 보존 상태는 좋은 편이지만 해안사구지대의 단절로
인해 폭풍이나 해수면 상승과 같은 영향 요소가 발생할 경우, 자연적인 지형의 복원은 어려워 보인
다. 이를 위해 사구지대의 송림 숲을 간벌하거나 배후지역으로 연결되는 바람통로 등을 조성한다면
사구 모래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재해가 닥쳤을 경우 자연적인 복원을 기대할 수 있다.
순포습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습지를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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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습지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배후지역의 보호가 중요하다. 현재 수면지역
을 포함하여 일부 완충지대가 설정되어 있지만, 외부의 영향을 완충하여 감소시키기에는 그 범위가
매우 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습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순개골과 앵개골, 작은순개골
등 습지수가 유입되는 지역의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을
습지보호를 위한 완충지대(buffer zone)로 넓게 설정하여 과도한 개발이나 사면을 변화시키는 등의
큰 지형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경포지구

경포지구는 인위적인 변형을 받아 자연 상태의 지형이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관리로 인
해 비교적 잘 보전되고 있다. 가시연 습지 상류에서 나타나는 토양침식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침
식을 방지하는 매트를 설치하거나 토양의 입자들을 잡아주고 빗물의 타격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
는 식물을 식재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석호습지는 하천과 바다가 연결되어
형성된 하나의 하구 지형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경포지구의 석호는 경포호와 가시연 습지만
도립공원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하류에 발달한 기수역과 해안사구 및 사빈과 연결하여 종합
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수역과 해안사구, 사빈 등은 이미 개발로 인해 많
은 변형이 이루어졌고 도립공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
라서 유수지를 포함한 가시연 습지와 경포호를 중심으로 토양 유실 및 지형변화를 방지하는 다양한
형태의 탐방로를 현재와 같이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경포천 상
류의 일부 지역을 석호의 수질과 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설정하여 과도한 개발이나 사면
을 변화시키는 등의 큰 지형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개발로 인한 도립공원의 면적 감소와 단절은 지형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친다.
지형자원은 단일 지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형들과 연결되어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
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포 도립공원은 지속적인 개발 압력에 의해 이미 많은 부분이 자
연성을 상실하였으며, 사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아 관리와 보전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
지역이다. 순포지구는 해안사구가 단절되어 모래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외부의 영향으로 훼손될
경우 자연적인 회복이 어렵다. 이는 배후로 모래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안사구지대의 송림
을 간벌하거나 바람통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경포지구의 가시연 습지 유
수지에서 나타나는 토양침식은 침식 방지 매트를 설치하거나 침식에 강한 식물을 식재함으로써 감
소시킬 수 있다. 순포지구와 경포지구 모두 습지수의 유지와 보전을 위한 상류지역의 일부를 완충지
대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형을 각각 분리된 개별 지형단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용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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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포도립공원은 과거 경포호와 경포해변 일대, 그리고 북쪽의 순포호와 순포해변 일대를 포함하
는 넓은 면적을 포함하고 있었다. 사빈, 해안사구, 사주, 석호, 기수역, 배후습지, 구릉성 산지 및 각종
풍화 지형들이 나타나는 지형학적 다양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오늘날은 토지이용변화로 인해 도립공
원의 면적이 감소하였으며, 다양한 지형자원들이 훼손되었다. 그러나 최근 습지 조성 및 습지 복원사
업과 같은 환경개선이 이루어졌으며, 관리가 잘 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순포지역은 지형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사빈과 해안사구, 석호습지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
이 필요하며, 경포지역은 상류에서 발생하는 토양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검색어 : 경포도립공원, 순포호, 습지복원, 지형자원, 토양침식, 지형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