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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천연기념물 제373호 경북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의 공룡발자국화석 산지를 대상으로 화석산지의 위

치 및 규모, 층서, 퇴적층 특성, 산출화석, 퇴적구조와 지질구조 등 화석 이외의 특이 지질기록, 관련 연

구문헌, 자연사적 가치, 보존 및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

로 이 화석산지의 발달규모 및 자연사적 중요성, 보존 및 관리 상태 등에 따른 가치 평가를 실시하 으

며, 이 화석산지의 보존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 다. 제오리 화석산지는 의성소분지에 분포하는 앨비안

(백악기 전기 말)의 시기를 갖는 경상누층군 사곡층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이 화석산지에는 12개의 용각

류 보행렬, 10개의 조각류 보행렬 및 1개의 수각류 보행렬 등을 포함한 300여 개의 공룡 발자국이 보

존되어 있다. 공룡발자국화석층은 판상으로 발달한 중립 내지 세립의 장석사암층과 이를 피복하는 이암

박층, 엽층으로 교호하는 세립사암 내지 실트스톤과 이암, 셰일질 이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룡

발자국은 판상의 장석사암층 내에 간헐적으로 협재하는 엽층으로 교호하는 세립사암 내지 실트스톤과

이암 내에 보존되어 있고, 대부분 하흔의 상태로 나타난다. 이 발자국화석층은 건조 내지 아건조성 기후

조건에서 건기와 우기가 반복적으로 발달하는 계절성 기후하의 충적평원의 층상범람퇴적층으로 해석된

다. 공룡발자국화석층 표면에는 북동 주향의 인장단열들이 집하여 발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화

석산지에서 관찰되는 공룡발자국들은 외견상 여러 층준에 걸쳐 산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화석산지의

자연사적 가치는 1) 국내에서 공룡화석 산지로서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학술사적인 의미,

2) 1,600여 m2의 좁은 범위 안에 다양한 종류의 공룡발자국이 300여 개 보존되어 있는 국내에서 매우

드문 높은 공룡발자국 산출 도, 3) 단층의 발달 특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현장 교

육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공룡발자국층에 수반된 인장단열 집 기록 등으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제오리 화석산지의 가치를 시민 및 지역사회와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고환경 복원도와 화석층에 수

반된 정단층 산상 설명 등을 비롯한 그림과 사진 등을 활용한 설명문의 입체화가 필요하며, 화석산지를

소개하는 소책자의 발간과 함께 화석산지의 자연사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 및 계도가 필

요하다. 이와 함께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이 화석산지 전면을 지나는 도로를 현재의 위치에서 최소한

10m 정도 남측으로 이동시켜, 탐방객들의 안전한 관찰을 도모함은 물론 체험학습의 공간 확보 및 차량

통행에 의한 진동의 향을 저감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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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Paik, In Sung 경북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천연기념물 제373호) 

국내에 분포되어 있는 천연기념물 화석산지 중 중생

대 백악기 화석산지는 남해안에 분포되어 있는 공룡관련

화석산지가 중심이 되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2008년 1월에 시도하 다. 그러나 세계유산의 가장 큰 필

수 요소인“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의 증명 부족과 유사 화석산지들과의 국제비교분

석의 미흡으로 인하여 2008년 6월 최종심사 결정 이전에

등재신청을 철회하 다(임종덕 2011). 이 외의 국내 중생

대 화석산지의 경우에도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에 해당

기념물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의 부족과 지속적인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해당 기념물의 학술적 가치가 저감되

고 있다.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 일부 천연기념물 화석산

지는 학술적 가치 및 보호의 객관적 타당성이 불명해질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 이와 함께 화석산지에 대한

법적인 지정만 이루어진 채, 교육적 및 사회적 활용이 다

소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화석산지의 활용가치

에대한부정적인식을낳게하는요인이되고있다.

상기와 같은 중생대 화석산지의 사후 관리에서 나타

서언

a

b c

【 사진 1 】제오리 화석산지의 정면(a) 및 측면(b, c) 원경

【 사진 2 】제오리 화석산지에서 조망되는 화석산지 남동측의 백악기 화산체 기원 금성산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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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문제들은 천연기념물 화석산지의 가치에 대한 지

역사회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부정적 요인이 됨은 물

론, 천연기념물 관리 관련 각종 민원의 근원이 될 수 있

다. 아울러 지정된 화석산지가 보유한 학술적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분석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

라 지역에서의 관리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의 천연기

념물 화석산지의 체계적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천연기념물 화석산

지 관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천연기념물 화

석산지 유지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및 국민적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천연기념

물 화석산지 중 지정가치의 존속 여부에 대한 문제를 안

고 있는 경북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의 공룡발자국화석

산지(사진 1, 2)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제오리

화석산지는 1988년 도로확장 공사에 의해 이루어진 절

토사면에서 이듬해인 1989년 여름 우기 때 사태가 발생

하면서 현재의 암반이 노출되어 공룡발자국화석이 발견

되었으며, 이후 이에 대한 조사결과(김항묵·서승조

1992)를 바탕으로 1993년 6월 1일에 천연기념물로 지정

이 되었다(지정면적 1,656m2). 지정 이후 2003년과 2004

년 두 차례에 걸쳐 공룡발자국 표면에 도색작업이 이루

어졌으며, 국부적으로 시멘트에 의한 표면 보강 및 비과

학적 복원이 이루어져 있어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오리 화석산지의 지질시대, 암질구

성 및 퇴적환경 특성, 산출화석의 유형과 보존특성 및 화

석화과정 특성 등 지질다양성에 의거하여 제오리 화석

산지의 고유한 자연사적 가치를 부여하 으며, 이를 바

탕으로 이 화석산지의 발달규모 및 자연사적 중요성, 보

존 및 관리 상태 등에 따른 가치 평가를 실시하 다. 이

와 함께 제오리 화석산지의 발달특성 및 관리 상태에 대

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 화석산지의 보존 방안을 제

시하고, 제오리 화석산지의 지리적 위치, 지역 특성, 학

술적 특성, 보존 상태 등을 토대로 이 화석산지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 다. 

제오리 화석산지에 발달한 퇴적층은 경상분지 내 의

성소분지(그림 1)에 발달한 하양층군의 퇴적층에서 설정

된 지층인 사곡층(표 1)의 중부에 해당하며(그림 2), 사

곡층은 양소분지의 하양층군 상부 지층인 함안층에

대비된다(표 1). 사곡층의 하한은 하위 점곡층의 응회암

이 끝나고 붉은색의 세립질 퇴적암이 나타나기 시작하

는 부분이며, 상한은 구산동응회암이 나타나는 부분이

다. 전반적으로 붉은색을 띠는 세립질퇴적암의 협재와

응회질퇴적암의 간헐적인 산출, 캘크리트의 드문 발달

등 사곡층의 전반적인 구성암석은(엄상호 외 1983) 이

지층이 암층서적으로 함안층에 대비됨을 지시해 준다. 

따라서 사곡층에 대한 직접적인 생층서 자료나 절대

연령 자료가 산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곡층과 암층

서적으로 대비되는 함안층의 절대연령 자료를 토대로

사곡층의 지질시대를 추정할 수 있다. 장기홍 외(1998)

는 함안층 최상부에 발달한 구산동응회암 내의 저어콘

을 대상으로 한 CHIME 연대측정 결과 113.6±10Ma로

제시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함안층의 시대를 Aptian 후

기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 보고된 경상분지 내에서 열

쇠층의 역할을 하는 함안층 직하위 학봉현무암과 최상

부 구산동 응회암에 대한 절대연령 자료를 정리하면, 학

봉현무암의 Ar-Ar 연령은 105Ma(김종선 외 2011), 구산

동 응회암 내 쇄설성 저어콘의 LA-ICP-MS U-Pb 및

SHRIMP U-Pb 연령은 각각 97Ma(Jwa et al., 2009)와

103Ma(김종선 외 2011)이다. 한편 김찬수 외(2005)는 함

안층의 하위에 놓이는 신라역암 내 화산암력의 40Ar/39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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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측정을 통해 함안층의 퇴적시기를 Albian 후기에서

Cenomanian까지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연대측정

자료와 Lee et al.(2010)에 의해 신동층군의 지질시대가

Late Aptian-Late Albian으로 제시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함안층은 백악기 전기 말인 Albian에 해당할 것

으로 여겨진다.

1. 퇴적층 특성 및 퇴적환경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에 발달된 공룡발자

국 산출 퇴적층은 도로를 향해 약 40도의 경사를 가지며

발달되어있으며, 이퇴적층의성층면에다수의공룡발자

화석산지

【 그림 1 】경상분지 지질도. a. 백악기 및 신제3기 분지 분포도. b. 서북서 방향의 성장단층에 의하여 분할된 경상분지 내의 3개
의 소분지. c. 경상분지 1：1백만 지질도(Kang et al. 1995). 제오리 공룡발자국화석지 일원에 분포하는 환상단층은 금
성산화산함몰체에 의하여 발달한 것이며 남쪽의 것은 화산환상화성암복합체에 의한 것임. 또한 제오리 일원에 분포하는
서북서 주향의 단층대(금천, 가음, 우보, 신녕단층)는 좌수향 주향이동성 단층운동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36。 N

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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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경상누층군의 지층구분 (장기홍 1977)

양·청송 지역
( 양 소분지)

유 천 층 군 (화산암)

신양동층

기사동층

도계동층

오십봉층(화산암)

청량산역암

가송동층 점 곡 층

후평동층

백자동층
일 직 층

진 주 층

하산동층

낙 동 층

동화치층

울련산층

건천리층

채약산층(화산암)

춘 산 층

사 곡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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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제오리 화석산지 위치 및 지질도 (장기홍 외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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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Paik, In Sung 경북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천연기념물 제373호) 

국 및 보행렬이 보존되어 있다. 보행렬이 발달된 퇴적층

노두를중심으로동측및서측에이보다하위에해당하는

퇴적층이 국부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서측부에는 셰일

질 이암이(사진 3-a, b), 동측부에는 완만하게 습곡된 이

암으로피복된사암층이발달되어있다(사진3-e).

공룡발자국화석이 산출되는 퇴적층은 판상으로 발달

한 중립 내지 세립의 장석사암층과 이를 피복하는 이암

박층, 엽층으로 교호하는 세립사암 내지 실트스톤과 이

암(사진 3-c), 셰일질 이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그

림 3), 약 1m 폭의 산성암맥이 남북방향으로 화석층을

가로지르며 발달되어 있다(사진 4-f). 이 지역의 퇴적층

에는 약 5cm 두께의 층상의 방해석 세맥이 발달하는데

(사진 4-d), 이를 기준으로 하위에는 셰일질 이암이 우

세하게 발달하고, 상위에는 이암박층으로 피복된 판상

의 중립 내지 세립의 장석사암층이 중간층 내지 얇은 층

의 규모로 반복적으로 발달하며, 이 장석사암층 내에 엽

층으로 교호하는 세립사암 내지 실트스톤과 이암이 협

재되어 있다. 공룡발자국화석 및 보행렬 화석은 층상 세

a b

c d

e f

【 사진 3 】제오리 화석산지 공룡발자국화석층의 하위 및 상위 퇴적층 산상

a. 1단계: 셰일질 이암 b. a의 근접 사진

c. 세립사암과 이암의 교호층 d. 방해석 층상세맥

e. 발자국화석 산지의 동측부 f. 발자국화석 산지의 동측부 퇴적층의 성층면에서 관찰되는 공
룡발자국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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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의 상위에 놓이는 퇴적층에서 산출한다(그림 3). 

공룡발자국화석이 보존된 지층의 하위에 놓이는 2m

이상의 두께를 가지는 셰일질 이암은 하부의 붉은색을

띠는 것에서 상부의 회색을 띠는 것으로 암색이 점진적

으로 변화하며, 성분 역시 회색으로 가면서 석회질 성분

을 가진다. 이러한 셰일질 이암에는 간헐적으로 세립질

사암이 얇은층으로 협재되어 있다. 셰일질 이암의 상위

에 발달한 엽층으로 교호하는 세립사암 내지 실트스톤

과 이암에서는 건열, 대칭연흔, 생흔구조 등 다양한 퇴적

구조가 발달하며, 식물줄기편 화석이 산출된다. 

층상 세맥의 상위에 놓이는 공룡발자국화석이 보존

된 퇴적층(N65°E, 40°SE)은 약 2m 두께를 가지며(사진

4-a), 이암 박층으로 피복된 판상으로 발달한 장석사암

층이 중간층 내지 얇은 층으로 반복적으로 발달한 가운

데 간헐적으로 세립사암 내지 실트스톤과 이암이 엽층

으로 교호하는 암상이 협재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 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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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제오리 화석산지의 퇴적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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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Paik, In Sung 경북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천연기념물 제373호) 

사암층은 중립질 내지 세립질로 구성되며(사진 4-b) 내

부에는 수평 내지 사엽층리가 발달되어 있고, 부분적으

로 비대칭적 연흔구조와 생흔구조(사진 4-e)가 관찰된

다. 연흔구조의 경우는 연흔의 정선이 미약하게 굴곡진

형태를 보이고, 그 정선의 방향은 N55°E 내지 N35°E를

보인다. 공룡발자국화석은 조사된 퇴적층 내에서 3회 산

출한다(그림 3). 공룡발자국은 판상의 장석사암층 내에

간헐적으로 협재하는 엽층으로 교호하는 세립사암 내지

실트스톤과 이암 내에 보존되어 있으며, 발자국이 발달

한 퇴적층면에서는 건열구조가 관찰된다(사진 4-d). 한

편 이 퇴적층의 성층면에서 관찰되는 공룡발자국은 외

견상 여러 층준에 걸쳐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는 이 퇴적층에 기록된 독특한 형태의 단층 발달에 의한

결과로, 이 단층의 발달특성에 대해서는 후술하 다. 

공룡발자국이 발달된 층면에는 비대칭 연흔구조(정

선의 방향 N44°E)가 발달되어 있으며, 발자국의 보행렬

은 연흔의 정선방향을 가로질러 발달한다(사진 a, b). 국

부적으로 발자국의 내부에도 연흔이 연장되어 나타나기

도 하는데(사진 a, b), 이러한 기록은 일견 발자국이 형성

된 이후 연흔을 형성시킨 유수의 작용이 있었음을 지시

a b

c d

e f

【 사진 4 】제오리 화석산지 공룡발자국화석층의 산상

a. 발자국화석층의 퇴적 단면 b. 사암층의 박편사진

c. 발자국화석층에 발달된 인장단열 구조 d. 발자국화석층에 발달한 건열구조

e. 사암층에 발달한 생흔구조 f. 발자국화석층을 가로지르는 산성암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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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나, 제오리 발자국의 내부에 발달한 연흔의 경우 주

변연흔에비해파고가낮은특성을보인다(사진5-c). 이

는 연흔이 발달한 퇴적층 위를 피복한 퇴적층이 발자국

에 의해 눌린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서, 연흔을 피

복한퇴적층위에발자국이찍혔음을시사하는것이다.

내부에 연흔이 수반된 발자국 산출 층준의 약

2~3cm 상위에 놓이는 퇴적층의 표면에서 공룡발자국

이 관찰됨은(사진 5-d), 연흔이 발달한 층을 피복한 상

위의 퇴적층이 발자국이 찍힌 면이며 이 발자국이 진흔

에 해당하고, 연흔이 발달한 층면에서 관찰되는 발자국

은 하흔임을 지시한다. 따라서 제오리 화석산지의 성층

면에 노출되어 있는 공룡발자국들의 대부분은 하흔으로

여겨진다.

한편 제오리 화석지 인근지역에 노출된 사곡층의 퇴

적층은 전반적으로 붉은색 층과 녹회색 내지 회색 층이

교호하는 양상을 보인다. 붉은색 층의 경우 이암 박층이

얇게 피복된 사암층이 수십 cm의 두께를 가지며 반복적

으로 발달하는 양상이 일반적이며, 이암의 박층에서는

건열구조, 생흔구조 등 다양한 퇴적구조가 관찰된다. 이

와 같은 퇴적특성은 사곡층과 대비되는 양소분지 함

안층의 퇴적특성과 유사한 것이다. 

제오리 공룡발자국화석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2km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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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 사진 5 】제오리 공룡발자국과 연흔구조와의 관계

a. 발자국과 수반되는 연흔구조 b. 발자국의 내부에 발달된 연흔구조. F1∼F6은 보행열을 구성
하는 발자국들. F1에서 연흔이 잘 관찰된다.

c. F1 내부에 발달한 연흔과 연장선에 있는 주변의 연흔(화살
표). F1 내부의 연흔구조에 비해 파고가 높다.

d. F1의 옆에 발달한 진흔(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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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Paik, In Sung 경북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천연기념물 제373호) 

어진 만천2리의 사곡층 분포지에는 Lim et al.(2008)에 의

해 세계척추고생물학회에 보고된 아기 공룡의 보행렬 화

석층이 노출되어 있다(사진 6). 이곳의 공룡발자국화석

은 천연기념물 화석산지 모니터링 조사 중 발견된 것으

로(공달용·김태형 2008), 약 5×5.7m 정도의 성층면에

20마리 이상의 공룡들이 남긴 7개의 보행렬을 포함하여

총 114개의 발자국이 보존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

지역의 공룡발자국화석 산출층은 붉은색 이암이 박층으

로 피복된 얇은 층 내지 중간층 규모의 세립사암으로, 성

층면에서 연흔구조, 건열구조, 무척추동물의 다양한 생

a

b c

d

【 사진 6 】만천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의 산출특성

a. 만천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전경

b. 보행렬 화석

c. 붉은색 이암엽층에 발달한 건열구조와 생흔구조

d. 전석에서 관찰되는 발자국 단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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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화석 등이 흔히 나타난다. 이와 같은 발자국 산출층의

암상 및 퇴적특성은 경남 진주시 가진리 지역에 분포하

는 함안층의 공룡 및 새 발자국 화석층(김현주 외, 2011)

과 유사하다. 이 지역의 공룡 발자국화석은 붉은색 이암

의 박층에 보존되어 있으며, 층단면과 주변에 산재한 전

석에서도발자국의단면구조가관찰된다(사진6-d).

제오리와 만천리 지역에 분포하는 사곡층은 사암을

피복한 이암박층이 하나의 커플릿을 이루고 이들이 반복

적으로 발달한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사암과 이암의

커플릿은 우기시 발생한 층상범람에 의해 형성된 층상류

의 에너지 감소에 의해 형성된 것(엄상호 외 1983)이고,

사암을 피복한 이암박층에서 흔히 건열이 산출됨은 층상

범람 이후 건기의 도래로 노출을 겪었음을 지시한다. 이

로 미루어 발자국화석층은 건조 내지 아건조성 기후조건

에서 건기와 우기가 반복적으로 발달하는 계절성 기후하

의충적평원의층상범람퇴적층으로해석된다.

2. 산출 화석

제오리 화석산지에서는 12개의 용각류 보행렬, 10개

의 조각류 보행렬 및 1개의 수각류 보행렬 등을 이루는

총 300개 이상의 공룡발자국이 보존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김항묵·서승조 1992; 공달 ·김태형 2008), 이

외의 다른 종류의 화석 산출은 나타나지 않는다. 제오리

화석산지에서 발견되는 용각류 공룡의 발자국화석은 전

형적인 용각류 공룡발자국화석의 특징인 4족 보행의 특

징을 나타나기 때문에 앞발과 뒷발의 구별이 쉬운 편이

며, 최소한 12 마리 이상의 용각류 보행렬을 볼 수 있다

(임종덕 외 2011).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화석 산지에서의 공

룡의 발자국 분포 특성은 일반적으로 조각류 공룡의 발

자국 화석들이 용각류나 수각류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

은 것이 특징이다. 제오리 화석산지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 분포와는 달리 용각류 공룡의 발자국 숫자가 월등하

게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곳에서 관찰되는 최소 300개

이상의 발자국 가운데 약 75% 이상의 발자국이 용각류

에 속한다. 이들 용각류 보행렬들의 방향은 대체적으로

일정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여러 마리가 무리를 지어 함

께 이동하는 공룡들의 집단생활의 보여 주는 유용한 기

록이다. 한편 날카로운 발톱자국으로 인해 끝이 뾰족하

고 발자국 폭이 길이보다 짧은 수각류 발자국은 단 한 마

리에 의해 남겨진 9개의 발자국이 발견되었으며, 발자국

크기도 용각류에 비해 작은 편에 속한다. 조각류 공룡이

남긴 발자국들은 최소 50개 이상 발견되었으며 최소 10

개 이상의 보행렬로 뚜렷하게 구별된다. 

3. 지질구조

이 화석산지에서는 공룡발자국 이외의 다른 종류의

화석이나 특이 퇴적구조 등이 나타나지 않으나, 노두에

서는 관찰하기가 비교적 드문 정단층의 발달과정이 공

룡발자국 산출퇴적층의 성층면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단층의 발달특성은 다음과 같다.

의성소분지 중앙부에 위치한 이 화석산지 주변에는 2

개의 특징적인 지질구조가 나타난다. 첫째는 이 노두에

서 약 2km 남동쪽에 위치한 금성산 화산함몰체의 발달

에 의해 기반암인 퇴적층들의 경동(tilting)현상과 환상단

층(ring fault) 및 환상암맥(ring dike)이 나타나며, 둘째는

서북서 방향의 좌수향 주향이동성 단층대의 운동으로 인

한특징적인방향의2차인장단열및단층들의발달이다.

중생대 백악기 말 한반도의 남동부는 격렬한 화산활

동이 있었던 지역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주로 대규모의

중성 내지 산성의 화산활동에 의한 화산쇄설암류의 분출

에 연관되어 형성된 다수의 환상의 화산함몰체구조

(volcanic cauldron structure)가 존재한다(예: 금성산화산

함몰체 및 화산환상화성암복합체). 이들 화산함몰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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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인 금성산 화산함몰체의 형성은 응회질각력암의

분출→현무암질 용암과 화쇄암의 분출→유문암질암의

분출 및 관입→칼데라의 함몰→환상단층 및 환상암맥

의 생성 순으로 일어났다(윤성효 1993). 이러한 화산활동

의 과정에서 칼데라의 함몰은 주변의 퇴적암층을 화산함

몰체의 중심으로 약 30°내지 60°로 경사지게 하는 분지

상의 구조를 만들었으며, 동시에 수조의 동심원상 혹은

방사상의 단층들과 이들 단층대를 따라 유문암이 관입한

환상암맥들을 형성시켰다. 이와 같은 일련의 화산활동에

의하여 관찰되는 지질구조로는 지층의 자세 변화와 유문

암의 관입이다(사진 7). 이 화석산지의 지층은 일반적으

로 수평에 가까운 퇴적층들의 자세와 달리 환상단층에

a

b

【 사진 7 】제오리 화석산지에 발달한 특이 지질구조의 산상

c. 고경사를 보이는 퇴적암층과 최대변위 35cm에 나타나는 정
단층의 노두사진

d. 단층중첩부의 비탈면(ramp) 내에 발달한 소습곡 및 단열대

a, b. 제오리 공룡발자국화석지 노두에 발달한 북동 주향의 인장단열(정단층) 집대와 노두 스케치 사진.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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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한 주향과 함몰체 중심으로 향하는 고각의 경사를

보인다(지층의자세: N60°E/37 내지 42°SE). 또한이노두

의 중심부에는 호상으로 약 6 내지 7 km 연장되는 관입

유문암의 말단부 일부가 노출되어 있다. 관입 유문암은

1m 내외의 폭으로 퇴적암층을 절단하며 비현정질의 기

질에5mm 이하의석 과장석의반정을함유한다. 

이 화석산지의 노두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특징적

인 지질구조는 기반암인 퇴적암층과 공룡발자국화석들

을 절단하는 북동 주향의 인장단열 혹은 정단층들이

집되어 발달하는 것이다(사진 7-a, b). 정단층들의 최대

변위는 35cm로 일부는 변위가 없이 인장단열 형태를 이

루고 있으며 관입 유문암에 의하여 절단되어 있다(사진

7-c). 이들 인장단열들 중에서 변위를 보이며 연장이 대

체로 긴 정단층들은 서로 중첩되어 비탈면(ramp)을 형

성하며, 비탈면에는 소습곡과 단열들이 발달되어 있다

(사진 7-d). 이와 같이 이 지역에 발달한 정단층들의 기

하학적 특성은 인장응력 환경에서 취성변형의 결과로

생성된 소규모의 인장단열들이 지속적인 인장응력의

향으로 성장하며 발달한 것들이다. 만약 이 노두가 보다

강력한 인장응력 하에 놓이게 된다면 단층중첩부 내의

비탈면의 파괴로 인하여 두 개의 단층이 연결되어 더욱

규모가 큰 단층으로 발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오리

화석산지는 단층 발달의 중간과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노두로 평가된다. 

이 지역에 이러한 정단층 집대가 발달하게 된 형성

기구에 대해서는 보다 정 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1차적

인 원인으로는 의성일원에 분포하는 서북서-동남동 방

향의 좌수향 주향이동성 단층들의 단순전단(simple

shear) 변형운동의 결과로 여겨진다. 즉, 이들 대규모 단

층의 좌수향 전단운동에 의하여 생성된 2차 인장단열(혹

은 정단층)들이 지속된 전단응력에 의하여 성장과 중첩

을 반복하며 발달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4). 따라서 이

노두에 발달한 정단층 집대는 주향이동단층에서 단순

전단 변형운동에 수반되는 2차 단열 및 지질구조의 생성

모델(그림 5, Wilcox et al. 1973)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

다. 이와 유사한 특성의 단층 구조가 제오리 화석산지의

화석산출층인 사곡층과 암층서적으로 대비되는 함안층

에 발달한 진주 가진리의 공룡발자국 및 새발자국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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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8 】진주 가진리의 공룡발자국 및 새발자국화석 산지
(천연기념물 제395호)의 발자국화석 산출 퇴적암
층에서 관찰되는 횡적으로 변위가 변화하는 정단
층(화살표)

a

b

a. 1단계: 독립된 2차 인장단열들의 분절
b. 2단계: 분절된 2차 인장단열들의 중첩

【 그림 4 】제오리 공룡발자국화석지에 발달한 인장단열 및
정단층의 생성과정을 나타낸 모식도. 좌수향의 단
순전단응력(simple shear stress)에 의하여 분
절된 인장단열이 생성된 후(a), 계속적인 전단응
력에 의해 인장단열의 성장과 중첩으로 규모가
큰 단층이 발달함(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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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천연기념물 제395호)의 발자국화석 산출 퇴적암층

에서도 관찰됨은 특기할 만하다(사진 8).

이 화석산지에 대한 연구는 지정 전에 이루어진 조사

보고서 외에 전문학술지를 통한 논문의 발표가 이루어진

바 없어(표 2), 향후 이 화석산지에서 산출하는 공룡발자

국의 자연사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고생

물학적연구논문의 산출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제오리 화석산지는 국내에서 공룡화석 산지로서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화석산지로서 학술사

적인 의미를 가지는 장소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천연기념물 지정의 대상이 되었던 공룡발자국의 표면이

페인트와 시멘트 등에 의해 인공적으로 훼손됨으로써,

최대한 자연상태의 보존이라는 천연기념물로서의 의미

가 심대하게 퇴색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석산지는 다음과 같은 측면

들에서 몇 가지 자연사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①

1,600여 m2의 좁은 범위 안에 용각류 공룡발자국이 지배

적인 가운데에 다양한 종류의 공룡발자국이 300여 개 보

존되어 있는 높은 산출 도의 노두는 국내에서는 매우

드문 산출이다. ② 경상분지 의성소분지 내에서 천연기

념물로 지정이 된 중생대 공룡화석 산지는 제오리 화석

산지가 유일하다. ③ 이 화석산지의 공룡발자국층에 수

반되어 있는 단층기록은 야외 노두에서 관찰되는 경우

가 매우 드문 것으로, 단층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

는 데에 매우 유용한 현장 교육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진

다. 이 화석산지가 가지는 이와 같은 고유한 특성은 향후

이 화석산지를 대상으로 한 고생물학, 퇴적학 및 구조지

질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 화석산지의 자연사적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연구논문이 생산될 수 있

는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음을 지시해 주며, 이로

부터 제오리 화석산지의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가 지속

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보존상태: 이 화석산지의 보존상태는 천연기념물센

터가 주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천연기념물 화석산

지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조사에서 보존상태가 매우

위험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다(임종덕 외 2011). 이 화석

산지의 보존에 위험요소가 되는 것은 수분 유입과 배수

시설 미비, 각종 식물에 의한 침해, 공룡발자국 표면에

【 그림 5 】좌수향의 주향이동성 단층대에서 단순전단 변형
운동에 수반되는 2차 단열 및 지질구조의 생성
모델 (Wilcox et al. 1973)

【 표 2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에 관한 연구문헌

저자 연구내용 비고

김항묵·서승조, 1992년
(천연기념물 및 공룡 발
자국 화석류 조사보고서)

•3가지 유형의 공룡 발
자국으로 분류

•보존및관리방안제안
학술조사보고서

자연사적가치

보존과관리및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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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여 있는 페인트와 시멘트, 암석의 박리 및 박락 현상,

차량통행에 의한 진동과 소음의 증폭 등으로 상기 보고

서에 적시되어 있다. 

이 화석산지의 훼손을 직간접적으로 유발시키는 위

와 같은 복합적인 위험요인이 상존한 가운데에 1993년

지정 이후 20년이 가까운 시간이 경과하 음에도 불구

하고, 이 화석산지의 공룡발자국 및 공룡발자국 산출 노

두는 지정 당시의 상태에서 탈색과 국부적인 박리 및 박

락을 제외하고는 이 화석산지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

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원래의 형상은 대

체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다(사진 9). 그러나 2003

년과 2004년에 이루어진 공룡발자국 표면에 대한 도색

과 시멘트를 이용한 표면 보강작업은 제오리 화석산지

의 천연기념물로서의 자연사적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시

킨 것으로, 이로 인한 화석산지의 훼손이 현재에도 지속

중에 있다. 

한편 이 화석산지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차

량 통행에 의한 진동의 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지역이

다. 이와 함께 이 화석산지의 공룡발자국층은 도로를 향

해 40도 정도의 비교적 가파른 경사로 발달되어 있으며,

이 화석층에는 단층과 수직 균열 등이 형성되어 있다. 따

라서 외견상 이 화석층의 물리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것

으로 보이지만 차량통행에 의한 지속적인 진동에 의해

내부적으로 물리적인 피로가 축적이 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피로도가 일정한 한계를 넘게 되면 이 화석산

지 공룡발자국층의 피로파괴가 유발되어 이 화석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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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 사진 9 】제오리 화석산지 공룡발자국화석의 과거(1994년) 및 현재의 보존상태

a~c. 과거 보존상태

d~f. 현재 보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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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Paik, In Sung 경북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천연기념물 제373호) 

암석의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 아울러 이 화석층의 직하

위에 화학적 풍화에 약한 층상의 방해석맥이 발달되어

있음은 이 화석층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요소

가 된다. 

관리상태: 지정된 화석산지의 범위가 넓지 않은 관계

로 공룡발자국이 노출되어 있는 퇴적층 위에는 비를 막

아 주는 지붕이 설치되어 있으며, 화석산지 주변에는 전

체에 걸쳐 약 1m 높이의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탐

방객들에 대한 일차적인 출입제한의 효과는 이루어지고

있다(사진 10-a). 그러나 이 화석산지를 상시 관리하는

인력이 부재하는 관계로, 탐방객들이 보호 펜스를 넘어

서 공룡발자국화석층에 접근하여 공룡발자국에 직접적

인 접촉을 가함으로써 발자국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은 상존되어 있다. 따라서 화석산지의 출입을 금지

하는 경고안내문의 설치가 필요하다. 

화석산지 현장에 별도의 안내시설은 없으며, 보호 펜

스 앞에 약식 설명판 1개와 펜스 동측으로 약 10m 이격

되어 부분적인 훼손이 이루어진 상세 설명판이 설치되

어 있다(사진 10-b, c). 상세 설명판의 설명문의 경우 지

질시대 등 부분적인 수정과 고환경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탐방객들이 이 화석산지의 자연사적 가

치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고생태 및 고환경 복원

도가 설명문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이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공룡발자국화석층에

발달한 정단층의 산상에 대한 설명도 관련 그림과 함께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제오리 화석산지에서 남동방향

으로 조망이 되는 금성산 백악기 화산체(사진 2)에 대한

설명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

편 의성읍에서 제오리 화석산지로 연결되는 도로변에

이 화석산지를 안내하는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

석산지의 문 표기에 오류가 있어(공룡발자국화석을

Fossil Bone Foot-Print For Dinosaur로 표기: 그림 15-

a b

c d

【 사진 10 】제오리 화석산지(a, b, c) 및 주변 지역(d)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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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에 대한 수정(Fossil site of dinosaur footprints and

trackways)이필요하다. 

활용: 이 화석산지는 도로와 불과 5m 정도밖에 떨어

져 있지 않음은 물론, 도로의 서측부가 곡각지점인 관계

로 이 화석산지 탐방객들(특히 단체 탐방객)의 안전에 매

우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화석산지를 지나

가는 도로를 현재의 위치에서 최소한 10m 정도 남측(현

재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는 평지)으로 이동시켜, 탐방객

들이 안전하게 이 화석산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도로의

우회에 의해 안전이 확보됨은 물론, 체험학습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으며, 차량통행에 의한 진동의 향도 저감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제오리 화석산지

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화석산지에서 조망

이 되는 국내 백악기의 대표적 화산체인 금성산과 연계

하여지질교육자료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은 제오리 화석산지의 화석산출 및 지

질 특성을 바탕으로 제오리 화석산지의 가치 평가를 실

시하 으며, 이 평가에 사용된 화석산지 발달규모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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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화석산지 발달 규모 구분

구분기준 유형 정의

발달 규모

단일 개체
화석이 단일 개체로 산출하는 노두를 대상으로 지정(이번 연구의 대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향후 산
출할 경우를 예비하여 설정하 음

단일 퇴적층 화석의 군집이 단일한 퇴적층 내에 산출된 노두를 대상으로 지정

단일 노두 화석의 군집이 다수의 퇴적층에 걸쳐 산출하는 단일한 노두를 대상으로 지정

복합 노두
(10,000m2 미만)

화석의 군집이 서로 떨어져 있는 다수의 노두에 걸쳐 산출하는 지역으로 분포면적이 10,000m2 미만으
로 지정

복합 노두
(10,000m2 이상)

화석의 군집이 서로 떨어져 있는 다수의 노두에 걸쳐 산출하는 지역으로 분포면적이 10,000m2 이상으
로 지정

【 표 4 】보존 및 관리 상태 평가 기준

보존 상태

관리 상태

매우 양호 지정 대상 화석의 특성이 거의 그대로 보존

양호 부분적으로 변화되었으나, 지정 대상 화석의 특성을 관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는 상태

보통 지정 대상 화석의 특성을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는 상태

불량 지정 대상 화석의 특성이 대부분 훼손된 상태

매우 불량 지정 대상 화석의 특성이 완전히 멸실된 상태

평가 항목 보호시설 유무 안내시설 유무 설명판 유무 관리인 유무

평가

매우 양호 전부 충족

양호 3개 항목 충족

보통 2개 항목 충족

불량 1개 항목 충족

매우 불량 전부 불충족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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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제오리 천연기념물 화석산지의 평가표

명칭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지정번호(지정일) 제373호(1993.06.01.)

소재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산 111외 좌표 35°17′06″N,  128°41′48″E

층서 및 지질시대 의성 소분지 경상누층군 하양층군 사곡층: Albian(백악기 전기 말) 

산출화석 종류 용각류, 조각류 및 수각류 발자국화석 및 보행렬

화석층 구성암상 중립 내지 세립질 장석사암, 실트스톤, 이암 등

고환경 충적평원

화석 이외의 특이지질기록 정단층의 발달과정이 발자국화석층의 성층면에 기록되어 있음

접근성

도로에서 도보로
30분 이상

또는 선박 이용

도로에서 도보로
30분 이내

도로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도로에서 도보로
5분 이내

도로변

∨

평가 항목
단일개체 단일 퇴적층 단일 노두

복합노두
(10,000m2 미만)

복합노두
(10,000m2 이상)

5 6 7 9 10

학술적 가치
(60점)

희귀성(산출
또는 규모)
(30점)

지역 유일
(최고 가치)

광역 유일
(최고 가치)

국내 유일
(최고 가치)

아시아 유일
(최고 가치)

세계 유일
(최고 가치)

10 15 20 25 30

지질다양성
(20점)

화석(강 수준) 특이 퇴적구조 특이 지질구조 특이 암석/광물 기타 특이기록

3종 이상 15 2개 이상 2 
1개 이상 1 1개 이상 1 1개 이상 12종 13

1개 이상 11종 12

연구 논문
(10점)

0편 1편 2편 3편 이상 4편 이상

0 5 7 8 10 

보존 상태(15점)
매우 불량 불량 보통 양호 매우 양호

0 6 9 12 15

관리 상태(15점)
매우 불량 불량 보통 양호 매우 양호

0 6 9 12 15 

계: 100점 총점: 58 점

등급

마
(50점 미만)

라
(50점 이상 70점 미만)

다
(70점 이상 90점 미만)

나
(80점 이상 90점 미만)

가
(90점 이상)

천연기념물로서의
지정 제외 검토

보존 방식

전면발굴 후 복제 부분적 발굴 후 현지 전시 현지 보존 처리 현지 보존

활용 유형

교육 연구 관광

※ 연구논문은 국내외 전문학술지 게재를 평가기준으로 하 음.

가치평가 기준 및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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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보존 및 관리상태 평가의 기준은 <표 3> 및 <표 4>

와 같다.

이상에서와 같은 제오리 화석산지의 전반적인 자연

사적 발달가치와 <표 3>의 기준을 적용한 보존 및 관리

상태를 토대로 이루어진 제오리 천연기념물 화석산지의

평가 결과는 <표 5>와 같다.

1. 천연기념물 제373호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의 자연사적 발달특성과 보존 및 활용 방안의 바탕

자료를 얻기 위해 제오리 화석산지를 대상으로 위치 및

규모, 층서, 퇴적층 특성, 산출화석, 퇴적구조와 지질구

조 등 화석 이외의 특이 지질기록, 관련 연구문헌, 자연

사적 가치, 보존 및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2. 제오리 화석산지는 의성소분지에 분포하는 경상누

층군 사곡층이 분포하는 지역이며, 사곡층의 지질시대

는 사곡층과 암층서적으로 대비되는 함안층의 절대연령

자료를 고려할 때 백악기 전기 말인 앨비안에 해당된다. 

3. 제오리 화석산지에서는 12개의 용각류 보행렬, 10

개의 조각류 보행렬 및 1개의 수각류 보행렬 등을 이루는

300여개의공룡발자국이보존된것으로보고되어있다.

4. 공룡발자국화석이 산출되는 퇴적층(약 2m의 두께)

은 판상으로 발달한 중립 내지 세립의 장석사암층과 이

를 피복하는 이암 박층, 엽층으로 교호하는 세립사암 내

지 실트스톤과 이암, 셰일질 이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연흔과 건열이 발달되어 있다. 

5. 공룡발자국은 판상의 장석사암층 내에 간헐적으로

협재하는 엽층으로 교호하는 세립사암 내지 실트스톤과

이암 내에 보존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관찰되는 공룡발

자국들의 대부분은 하흔의 상태로 나타난다.

6. 발자국화석층은 건조 내지 아건조성 기후조건에서

건기와 우기가 반복적으로 발달하는 계절성 기후하의

충적평원의 층상범람 퇴적층으로 해석된다.

7. 제오리 화석산지의 노두에는 퇴적암층과 공룡 발

자국 화석들을 절단하는 북동 주향의 인장단열 혹은 정

단층들이 집하여 발달되어 있으며, 인장단열들 중에

서 변위를 보이며 연장이 대체로 긴 정단층들은 서로 중

첩되어 비탈면을 형성하고, 비탈면에는 소습곡과 단열

들이 발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단층의 발달에 의해 제

오리 화석산지에서 관찰되는 공룡발자국들은 외견상 여

러 층준에 걸쳐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 화석산지에 대한 연구는 지정 전에 이루어진 조

사보고서 외에 전문학술지를 통한 논문의 발표가 이루

어진 바 없어, 향후 이 화석산지에서 산출하는 공룡발자

국의 자연사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고생

물학적 연구논문의 산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9. 제오리 화석산지는 국내에서 공룡화석 산지로서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화석산지로서 학술사

적인 의미를 가지는 장소이나, 공룡발자국의 표면이 페

인트와 시멘트 등에 의해 인공적으로 훼손됨으로써, 최

대한 자연상태의 보존이라는 천연기념물로서의 의미가

심대하게 퇴색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석

산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자연사적 가치를 보유하

고 있다. ① 1,600여 m2의 좁은 범위 안에 다양한 종류의

공룡발자국이 300여 개 보존되어 있는 노두는 이 화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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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국내에서 유일하며, 이와 같은 공룡발자국의 산출

도는 국내에서 매우 드문 경우이다. ② 이 화석산지의

공룡발자국 층에 수반되어 있는 단층기록은 야외 노두

에서의 관찰이 매우 드문 기록으로, 단층의 특성을 포괄

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현장 교육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10. 탐방객들(특히 단체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이 화

석산지 전면을 지나는 도로를 현재의 위치에서 최소한

10m 정도 남측(현재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는 평지)으로

이동시켜, 탐방객들의 안전한 관찰을 도모함은 물론 체

험학습의 공간 확보 및 차량통행에 의한 진동의 향을

저감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1. 고환경 복원도와 화석층에 수반된 정단층 산상 설

명 등을 비롯한 그림과 사진 등을 활용한 설명문의 입체

화가 필요하다.

12. 이 화석산지에서 조망이 되는 국내 백악기의 대표

적 화산체인 금성산과 연계하여 지질교육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 제고가 필요하다.

13. 제오리 화석산지의 가치를 시민 및 지역사회와 공

유하기 위해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화석산지

의 교육 및 홍보자료(소책자)의 발간 및 배급이 필요하

며, 화석산지의 자연사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 및 계도가 요구된다. 

이 논문은 2012년도 문화재청의‘중생대 천연기념물

화석산지 보존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에 감사드린다. 이와 함께 이 연구의 수행에 유익한 도움

말을 주신 상지대학교 이광춘 교수님과 한국지질자원연

구원 황재하 박사님, 그리고 이 논문의 원고를 읽고 유익

한 도움말을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를 드린다.

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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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osaur Tracksite at Jeori, Geumseongmyeon,
Euiseonggun, Gyeongsangbukdo, Korea(National
Monument No. 373)
- Occurrences, Significance in Natural History, and Preservation Plan -

Abstract

The Dinosaur tracksite at Jeori, Geumseongmyeon, Euiseonggun, Gyeongsangbukdo, Korea (National

Monument No. 373) has been studied in the aspects of location, stratigraphy, sedimentology, fossil occurrence,

unique geological records, literature, significance in natural history,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n the basis

of these features, the Jeori tracksite has been assessed semiquantitavely. The Jeori tracksite occurs in the Sagok

Formation (Albian) of the Euiseong sub-basin, and over 300 footprints forming 12 sauropod trackways, 10

ornithopod trackways, and 1 theropod trackways are preserved in this tracksite. The track-bearing deposits

consist of tabular-bedded medium- to fine-grained arkose with mudstone drape, interlaminated fine-grained

sandstone to siltstone and mudstone, and shaly mudstone. The dinosaur tracks are preserved in the

interlaminated fine-grained sandstone to siltstone and mudstone, and most of them are observed as underprints.

The track-bearing deposits are interpreted as sheetflood deposits on the floodplain under a seasonal

paleoclimatic condition with alternating of wetting and drying periods. Multiple tension fractures with NE strike

were formed in the track-bearing bed, which resulted in that tracks seem to occur in several horizons. The

significance in natural history of the tracksit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historical implication of the

Jeori tracksite as the firstly designated National Monument of dinosaur fossil sites, 2) the high density of the

occurrence of diverse footprints (over 300) within small area (about 1,600 m2), and 3) the significance of the

tension fractures associated with the track-bearing bed as geoeducational records for the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fault. In order to share the value of the Jeori tracksite in the aspect of natural history with the

community and public, the interpretive panel should be modified to include figures explaining

paleoenvironment and tension fault development.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a brochure be published

briefly explaining the tracksite and to educate the residents about the natural and social significance of the

tracksite. For the safety of visitors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road in front of the tracksite to be moved at least

10 m southward, which could mitigate the shaking of the track bed caused by traffic.

Key Words Dinosaur Tracksite, Jeori, Natural Monument, Sheetflood Deposits, Significance in Natural History, Tension Fra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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