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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남한의 중동부일대에 해당하는 경상북도(경북지역) 일대에 발달하는 구성암류를 지질시대

별 및 암종별로 그 분포특성과 분포율을 계산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고는 국토의 효율성, 산

업화 필요한 부지이용 및 암석자원 산업화 활용면 등에서 그 정보 활용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또한 국토의 친환경적 그리고 훼손 극소화는 국토관리 및 자원보호 측면에서 그 필요

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GIS 관련 연구보고가 이 조사연구의 주된 목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은 1 대 250,000의 강능도폭, 안동도폭 및 부산도폭이며, 이들 관련

도폭과 더불어 발간 이전이나 이후 또는 도폭에서 인용안 된 보고 및 연구자료 등을 참조하

였다. 

2. 연구 방법

경북지역 일대에 발달하는 구성암류를 ArcGIS를 이용하여 지질시대별 그리고 암종별로 

나누어 분포율을 구하였다. 경북지역 구성암류에 관한 지역별 분포특성 및 분포율을 알기위

하여 최근에 보고된 1 대 250,000 지질도폭을 사용하였다. 관련된 도폭으로는 조사대상인 경

북지역을 피복하는 강능도폭의 남동부 일부, 안동도폭의 거의 대부분 그리고 부산도폭의 북

부 등이 해당된다(김정찬 외, 2001; 황재하 외, 1996; 김동학 외, 1998).
지역별 구성암류의 분포특성은 해당되는 상기한 1 대 250,000 도폭과 더불어 1 대 50,000 

해당도폭 및 관련문헌 등을 참조하였다. 지질시대는 해당 분포암종을 위주로 하였으며, 이들

은 선캠브리아기, 시대미상, 선캠브리아기-시대미상, 캠브로-오도비스기, 석탄기-트라이아스

기, 트라이아스기, 쥬라기, 백악기, 제3기 그리고 제4기의 순으로 대분 및 서술하였다. 

3. 지질시대별 및 암종별 분포율

경북지역에는 모두 89 개의 구성암류 그리고 10 개의 지질시대로 대분될 수 있다. 이들의 

지질시대별 암석학적 분포 및 분포율은 다음과 같다.

3-1. 선캠브리아기

경북지역의 선캠브리아기는 영남변성암복합체, 소백산편마암복합체, 지리산편마암복합체와 

회장암(Kwon and Jeong, 1990)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분포율은 각각 10.65 %, 5.92 %, 0.27 
%와 0.06 % 그리고 도합 16.90 %를 이루어 전자에서 뚜렷이 증가한다. 이들 중에서 영남편

마암복합체의 화강편마암(2.54 %), 율리층군(2.07 %), 미그마타이트질 편마암(1.94 %)과 홍제

사화강암(1.06 %), 그리고 소백산편마암복합체는 안동지역의 흑운모편암(2.50 %)과 화강암질

편마암(1.01 %) 등에서 약간 증가되나 그 밖의 암류는 0.04-0.69 %의 작은 범위의 분포율을 

이룬다.



Proceedings of the Annual Joint Conference,                                                      
Mineralogical Society of Korea and Petrological Society of Korea 
May 28~29, 2009, Chuncheon, Korea

한국광물학회․한국암석학회

2009년 공동학술발표회 논문집- 164 -

3-2. 선캠브리아기-시대미상, 시대미상

선캠브리아기-시대미상에는 각섬암과 석회암이 해당된다. 이들의 분포율은 각각 0.15 %와 

0.24 % 그리고 도합 0.39 %를 이룬다. 각섬암은 울진군 서면과 문경시 마성면 일대 등에 분

포하며, 이들의 지질시대는 각각 선캠브리아기와 시대미상에 해당된다. 석회암은 경북의 북

동부인 울진군-봉화군 일대에서 동서향을 이룬 선캠브리아기 원남층군내에 발달한다. 경북

의 중동부인 안동시 임하호 일대의 석회암은 시대미상으로서 대체로 괴상을 이루며 사질내

지 이질 변성암류와 교호되기도 한다. 
시대미상암류에는 옥천층군과 화강암 등이 해당되며, 각각 0.36 %와 4.96 % 그리고 도합 

5.32 %를 이룬다. 전자는 하부천매암, 함력천매암과 상부천매암 등으로 이루어지며, 후자는 

국부적인 연성전단대 외에는 엽리구조가 발달되지 않는다. 

3-3. 캠브로-오오도비스기, 석탄기-트라이아스기

캠브로-오오도비스기인 조선누층군에는 양덕층군과 대석회암층군이 해당되며, 각각 0.11 
%와 1.18 % 그리고 도합 1.29 %를 이룬다. 양덕층군은 강능도폭과 안동도폭에서 각각 CEy
와 CEdy(김정찬 외, 2001; 황재하 외, 1996)로 달리 표기되고 있으나 모두 양덕층군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석탄기-트라이아스기에는 하부 평안층군, 중부 평안층군과 상부 평안층군이 해당되며,  이

들은 각각 0.05 %, 0.35 %와 0.04 % 그리고 도합 0.44 %의 분포율을 이룬다.

3-4. 트라이아스기, 쥬라기

트라이이스기에는 반상화강암이 해당되며, 0.67 %의 작은 분포율을 이룬다. 이 암은 고령

군 덕곡면-성주군 수륜면-성주읍 일대에서 북동향으로 발달한다. 쥬라기에는 반송층군(Han 
et al., 2006)과 대보관입암류가 해당되며, 각각 0.18 %와 13.82 % 그리고 도합 14.00 %를 이

룬다. 대보관입암류는 화강암과 섬록암으로 각각 13.14 %와 0.68 %를 이루며, 전자는 경북

지역의 단일 암종에서 가장 큰 분포를 보인다.

3-5. 백악기, 제3기, 제4기 

여기에는 경상누층군과 불국사관입암류가 해당된다. 전자는 영양소분지, 의성소분지, 가곡

지역, 밀양소분지와 영동분지(장기홍, 1982)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 6.56 %, 13.16 
%, 0.10 %, 15.87 %와 0.68 % 그리고 도합 36.37 %를 차지한다. 후자는 반려암, 각섬석화강

암, 흑운모화강암, 화강암, 반상화강암, 산성반암, 중성암맥과 산성암맥 등이 해당된다. 이들

은 각각 0.04 %, 2.74 %, 5.56 %, 0.01 %, 0.19 %, 0.77 %, 0.04 %와 0.15 % 그리고 도합 

9.50 %를 차지한다. 
제3기에는 화강암, 장기층군, 연일층군, 어일층군과 화산암류 등이 해당되며, 각각 0.16 %, 

0.43 %, 1.16 %, 0.45 %와 1.37 % 그리고 도합 3.57 %를 이룬다. 제4기에는 충적층이 해당

하며, 분포율은 6.53 %를 이룬다

4. 결론

경북지역에는 모두 89 개의 구성암류와 10 개의 지질시대로 대분될 수 있다. 선캠브리아

기에는 영남편마암복합체, 소백산편마암복합체, 지리산편마암복합체와 회장암 등이 해당되

며, 도합 16.90 %의 분포율을 이룬다. 선캠브리아기-시대미상인 각섬암과 석회암은 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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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 %, 그리고 시대미상인 옥천층군과 화강암은 도합 5.32 %를 이룬다. 캠브로-오오도비스

기인 조선누층군의 양덕층과 대석회암층이며 도합 1.29 %, 석탄기-트라이아스기인 평안층군

은 0.44 %, 트라이아스기의 반상화강암은 0.67 %의 분포율을 가진다. 쥬라기의 반송층과 대

보관입암류는 도합 14.00 %, 특히 후자에서 화강암이 13.14 %를 가져 경북지역의 단일 암종

에서 가장 큰 분포를 보인다.. 백악기에는 경상누층군과 불국사관입암류가 해당된다. 전자는 

영양소분지, 의성소분지, 가곡지역, 경상분지, 영동분지 그리고 유천층군이 속한다. 경상누층

군과 불국사관입암류은 도합 45.87 %를 이루며, 특히 전자는 36.875 %를 가져 이 곳일대에

서 가장 큰 값을 보인다. 제3기에는 화강암, 장기층군, 연일층군, 어일층군과 화산암류 등이 

해당되며 이들은 도합 3.57 %를 가져 다소의 값을 가진다. 제4기인 충적층은 6.53 를 이루

어 충북지역의 4.45 %(윤현수 외, 2007)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증가되며, 이는 하천을 따라 

분포하며 평야지대를 형성하는 충적층이 충북지역보다 다소 더 발달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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