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437호

지정(등록)일 2004. 04. 09.

소재지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50-60 등 4필지

지반이 떠오른 자리,  
해돋이 명소가 되다,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海岸段丘)는 정동진리에서 근남 사이의 해안을 따라 길이 약 

4km, 폭 1km 내외의 평탄한 지형이 해발 75~85m 높이에 발달하여 있는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안단구이다.

정동진 해안단구는 약 250~200만 년 전 우리나라 해수면이 현재보다 약 80m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후에 일어난 지반융기작용에 의하여 현 해수면까지 후퇴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동진 해안단구로 지각운동·해수의 작용·고기후 등을 이해

할 수 있다. 이처럼 학술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자연과학 학습장으로서의 가치 또한 

매우 크기에 2004년 4월 9일 천연기념물 제437호로 지정되었다. 

•해안단구란 해수의 침식작용으로 해안에 평편한 파식대지가 형성된 후, 융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 

파식대지 부분이 높아지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발달하는 계단식 지형을 말한다.

지질 18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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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진,	해가	떠오르다

정동진이라는 이름은 조선 시대에 한양의 광화문 정(正)동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지어진 것인데, 실제로 정동진이 위치한 북위 

37˚41′에서 선을 그으면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있는 도봉산의 정동쪽

을 지난다. 

정동진은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

는 ‘정동진역’이 있고, 1990년대에 이르러 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 장

소로 알려지며 해돋이 명소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은 정동진을 찾아오는 해돋이 관광객이 늘

어나자 1997년 2월 시범적으로 정동진 해돋이 열차를 운영하였는데, 

이 열차가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운행 횟수를 계속 늘렸고, 이를 계

기로 강릉시에서는 1998년 경포와 정동진에서 매년 12월 31일부터 이

듬해 1월 1일로 이어지는 해돋이 축제를 시작하였다.

1999년 6월 15일에는 대통령 자문 기구인 새천년 준비 위원회[위원

장 이어령]가 강릉 정동진과 포항 호미곶, 울산, 부산 해운대, 서울 남

산 등 전국 5곳을 새천년 해돋이 행사 개최지로 선정하였다.

▼			해변에서	바라본	강릉	정동진	해안

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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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00년 국가 지정 정동진 밀레니엄 해맞이 축제는 ‘새천년 해

오름 그 위대한 꿈과 희망’이란 주제로 20여만 명이 모인 가운데 1999

년 12월 31일 오후 10시 50분 새천년의 시작 선포식을 시작으로 화려

하게 펼쳐졌다. 자정 직전 밀레니엄 카운트다운이 이어지고, 자정을 

기하여 대형 모래시계가 화려한 축포 속에 역사적인 첫 작동식을 가

졌다. 

김진선 강원 도지사가 “21세기 최고의 목표인 삶의 질에서 단연 강

원도가 그 중심에 있는 강원도 세상을 향해 용트림하자.”는 밀레니엄 

르네상스를 선언하고, 이어서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에서 채화된 염원

의 불을 정동진 바닷가에 안치하는 ‘염원의 불 안치’, 정동진의 매향 

설화를 모티프로 하여 1,000년 뒤에 캐낼 ‘매향 묻기 행사’ 등이 이어

졌다.

정동진 해돋이 축제는 2000년 밀레니엄 해맞이 축제를 정점으로 10

여 년간 대규모 축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나 강릉시의 재정 부담 

증가와 관광객 감소, 구제역 파동 등 여파를 겪으면서 2010년 이후 축

제 규모가 점차 축소되었다.

•채화(採火)

오목 거울이나 볼록렌즈 따위로 태양

광선을 모아 받아서 불을 얻다.

▼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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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이르러 정동진 해돋이 축제는 2013년 12월 31일 밤 11시

부터 관광객 노래자랑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공연, 모래

시계 회전식, 새해 소망 불꽃놀이 등의 행사가 열렸다. 강릉시에서는 

해변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텐트와 난로를 설치하였고, 정동진 부녀

회에서 커피와 녹차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2014년 정동진 해돋이 축

제에는 강릉시 추산 17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다.

	 과거	지질구조의	안내판

정동진 해안단구의 서쪽에는 해발 383m의 기마봉이 있으며 여기서 

남북 방향으로 이어진 산맥에는 해발 300m 내외의 봉우리가 솟아 있

다. 여기서 정동진 단구 쪽으로 해발 200m 내외의 지맥(支脈)들이 뻗

어 있으나 정동진 단구에 이르러 평지가 된다. 정동진 단구면은 크게 

보면 평탄하지만 2단으로 되어 있고, 기마봉 산맥에서 동진하는 지맥

과 지맥사이에 6개의 깊은 협곡이 만들어져 있다.

▲	해안단구	전면에	발달한	해식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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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진 해안단구는 신생대 제3기 말에 일어난 지반융기작용에 의하

여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며, 단구층은 신생대 제3기 말에서 제4기 초

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단구층은 그 하부에 기저역암을 가지고 

있고 고생대층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어서 지반이 융기하기 이전에 바

다 밑에서 퇴적되었던 층임을 알 수 있으며, 지반과 함께 융기된 후 현

재와 같이 계속해서 풍화와 침식작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동진 해안단구 끝 동해바다와 접하는 해안에는 파도의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진 가파른 해식절벽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경

사가 급한 해식절벽이 존재하는 것은 이 지역의 기반암이 주로 풍화

에 강한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랫동안 파도의 침식작용에 의하

여 깎였기 때문이다. 또한 해안단구에는 동해 쪽으로 몇 개의 깊은 골

짜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골짜기도 해수의 침식과 관련이 있다. 

•단구층의 최하부는 2~3m 두께의 

기저역암이 발달하였는데 자갈은 대

체로 원마도가 높고 주로 사암과 셰일

(Shale)로 구성되어 있다. 기저역암 상

위에는 조립 사암과 세립 사암 및 자

갈층이 5~10m 두께로 호층(互層)을 

이루고 있다. 

•기저역암(基底礫岩)

이미 만들어진 땅의 윗부분이 침식된 

후, 그 위에 다시 땅이 만들어지며 생

기는 부정합면에 있는 자갈로 이루어

진 암석을 말한다. 

▼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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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166호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 643 - 1964. 01. 31.

제461호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425 - 2005. 07. 19.

제484호 강릉 오죽헌 율곡매 
강원 강릉시 율곡로 3139번길 24 

(죽헌동) 
- 2007. 10. 08.

제520호 강릉 방동리 무궁화
강원 강릉시 사천면 가마골길 22-8 

(방동리) 
- 2011. 01. 13.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국보 제51호 강릉 임영관 삼문
강원 강릉시 임영로131번길 6 

(용강동) 
고려시대 1962. 12. 20.

보물 제81호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강원 강릉시 율곡로3139번길 24, 

강릉시립박물관 (죽헌동)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82호 강릉 대창리 당간지주 강원 강릉시 옥천동 334 통일신라시대 1963. 01. 21.

보물 제84호 강릉 신복사지 석조보살좌상 강원 강릉시 내곡동 403-2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85호 강릉 굴산사지 승탑 강원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731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87호 강릉 신복사지 삼층석탑 강원 강릉시 내곡동 403-2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165호 강릉 오죽헌 
강원 강릉시 율곡로3139번길 24 

(죽헌동)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183호 강릉 해운정 강원 강릉시 운정길 125 (운정동)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191호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
강원 강릉시 성산면 보현길 396, 

보현사 (보광리)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214호 강릉향교 대성전 강원 강릉시 명륜로 29 (교동) 조선시대 1963. 01.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