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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상족암 일대는 화석, 연흔, 암맥, 주상절리 등 다양한 지질유산이 분포하고 있어 천연기념물 제411호(고성 덕명리 공룡

과 새발자국 화석산지)로 지정되었다. 이 중 상족암의 주상절리는 해안에 인접하고 있어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

적인 형상은 거대한 병풍 모양을 연상케 하여 병풍바위라 불린다. 병풍바위에는 하위 퇴적층과의 경계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주상절

리가 특징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병풍바위에 나타나는 주상절리를 대상으로 야외 및 현미경 관찰, 전암대자율 분석, 

X-선 회절 분석, 지화학 분석 등 암석·광물학적 연구와 대자율이방성(AMS) 분석을 통한 자기미세구조 연구를 수행하여 병풍바위

와 주상절리의 형성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병풍바위에 나타나는 산성 암상의 화학조성은 유문암의 조성을 가지며, 석영, 장석, 백

운모, 견운모, 불투명광물 등이 관찰된다. 병풍바위에 대한 대자율이방성 분석 결과, 각 지점에서 입자들의 장·단축 방향을 나타내

는 k1과 k3의 군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며, 납작한 형태의 엽리구조가 발달하고 있는데 이는 암맥, 용암류보다는 암상에서 발달하는 

석리(rock fabric)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병풍바위는 퇴적층의 층리면을 따라 관입한 암상이며, 주상절리는 관입한 유문암질 마

그마의 냉각에 따른 수축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번 연구는 향후 국내에 분포하는 주상절리의 형성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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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남 고성 상족암 군립공원 일대는 해안에 인접하고 

있어 다양한 해안지형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천연기

념물 제411호로 지정되어 있는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

국 화석산지가 위치하고 있어, 지질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지질유산적 가치를 지니는 지역이다. 병

풍바위는 최하부의 이암이 우세한 진동층 퇴적층과 그 상부

의 층리면에 평행한 두꺼운 판상의 규장질 화성암체로 이루

어져 있으며, 높이 약 20 m, 연장 약 1.2 km에 이르는 대규

모 암체이다<그림 1>. 이 암체는 예로부터 병풍처럼 바다를 

둘러서 있기 때문에 병풍바위 또는 선바위라 불리고 있으

며, 파식동굴과 관련하여 두 마리의 용이 살다가 승천한 곳

이라는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병풍바위의 암상은 규장질 화성암체로서 내부는 하위 

퇴적층과의 경계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주상절리가 발달하

는 것이 특징적이며, 주변 남해 바다의 다도해가 어울린 절

경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지질유산으로 잘 알려져 있다(조형

성 외, 2016). 한편, 경남 고성 지역을 포함하여 한반도 남부

에는 중생대 백악기부터 신생대 신신생기에 이르기까지 활

발한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주상절리가 분포하고 있으며, 남

한에는 68개 이상의 지역에서 주상절리의 분포가 확인되고 

있다(안건상, 2014). 이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대표적인 주

상절리는 중생대에 형성된 무등산 주상절리대(제465호), 신

생대 마이오세의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제415호), 신생대 제

4기의 제주도 대포동 주상절리(제443호) 등이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주상절리를 비롯하여 지질학적으

로 가치가 있는 지질유산에 대한 보호 및 관리 뿐만 아니라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Hose, 1995a, Hose, 2003b; Stueve et al., 2002; 고정선 

외, 2005; 허철호, 김성용, 2005; 허철호 외, 2005; Dowling 

and Newsome, 2006a, Dowling and Newsome, 2008b;  

허철호, 최상훈, 2007; 황상구, 김재호, 2009; 진광민, 김영석, 

2010). 특히,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10년 이후로 한국의 

지질 다양성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유

산에 대한 분포현황과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지질유산의 선정 및 지정 관리를 위한 국가 정

책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의 지질다양성 연구의 일환으로 경남 고성 상족암 군

립공원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지질유산을 살펴보고, 

병풍바위 내에 발달하고 있는 주상절리의 형성과정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병풍바위 내부에 

있는 주상절리에 대하여 형태학 및 암석학적 연구를 실시

하였으며, 대자율이방성(AMS) 방법을 적용하여 형성과정에 

대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향후 이러한 연구는 경관적으로 

뛰어난 다양한 지질유산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증대

시켜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1. 연구지역의 지리적 위치(A) 및 병풍바위의 전경사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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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질 개요

경남 고성 상족암 병풍바위는 경상분지 남단에 위치

하고 있으며, 지질도 상에서는 1:5만 삼천포 도폭에 속한다

(지정만 외, 1983). 이 일대의 지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경상누층군의 하양층군에 해당하는 함안층과 진동층, 유

천층군의 안산암 및 안산암질집괴암, 이들을 관입한 불국사

화강암류와 암맥(중성암맥, 산성암맥) 그리고 충적층이 분

포한다<그림 2>. 함안층은 신라역암의 상위에 정합으로 퇴

적되었으며, 구성암상은 자색셰일, 사질셰일, 백색 내지 녹

색 사암, 회색 사암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지

역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진동층은 하위의 함안층

을 정합적으로 피복하며, 회색, 암회색 및 회녹색의 사질셰

일, 셰일 및 사암으로 구성된다(지정만 외, 1983). 진동층의 

많은 부분은 후기 화강섬록암의 관입으로 접촉변성작용을 

받아 관입체 주변부를 따라 매우 넓게 혼펠스화 되어 있다. 

유천층군 안산암은 주로 분출상이 우세하며, 칠곡층, 신락

역암층, 함안층, 진동층 등을 광범위하게 피복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들 지층을 암맥상으로 관입하고 있다. 또한, 안산

암과 안산암질집괴암은 서로 밀접하게 수반되어 나타나며, 

그림 2. 경남 고성 상족암 군립공원 일대 지질도(지정만 외, 198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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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암석이 서로 호층을 이루거나, 안산암이 안산암질집괴암

을 관입하기도 한다. 안산암과 안산암질집괴암은 동일 마그

마로부터 기원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만 외, 1983). 연구지

역의 북부에 넓게 분포하는 불국사화강암류는 주로 화강섬

록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양층군 퇴적암류와 유천층군 

화산암류를 관입하고 있다. 암맥류는 고철질 암맥과 규장

질 암맥으로 크게 구분된다. 안산암질암 조성에 해당하는 

고철질 암맥은 비현정질로서 치밀하며, 암녹색 내지 녹회색

을 띠고, 특징적으로 장석 반정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규장

질 암맥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진동층을 주로 관입하고 있

으며, 석영반암, 규장반암, 규장암 등으로 산출된다. 규장질 

암맥의 일부는 퇴적암의 층리면을 관입한 암상(sill)도 관찰

된다(지정만 외, 1983). 병풍바위는 이러한 규장질 암상들 

중 하나로 추정된다.

Ⅲ. 연구방법

이번 연구에서는 경남 고성 상족암 일대에 분포하는 

병풍바위 주상절리의 형성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남 고

성 상족암 일대에 대한 광역적인 지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상절리에 대하여 하부, 중부, 상부로 구분하여 육안 및 

현미경 관찰에 의한 암석기재학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

한 전암대자율 측정기 SM-30(GF Instruments사, Czech)

을 이용하여 전암대자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하학적 형

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야외 조사로부터 채취된 암석 시

편에 대하여 구성광물을 보다 정밀하게 동정하기 위해, X-

선 회절 분석을 실시하였다. X-선 회절 분석은 Bruker사의 

D8 Advance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조건은 40 kV, 40 mA 

하에서 구간은 5~90°, 스텝간격은 0.02°, 주사시간은 0.3s로 

설정하였다. 또한 주상절리의 구성암석에 대한 암석 조성을 

파악하기 위해 X-선 형광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국립

문화재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장분산형 X-선형광분

석기(WD-XRF, Zetium, Panalytical, Netherlands)를 이용

하였으며, Collimator mask 30 mm의 측정조건으로 총 10

개의 주성분원소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병풍바위의 형성

과정을 해석하기 위해, 주상절리가 발달하는 규장질 암체

를 하부(GAA), 중부(GAB), 상부(GAC)의 세 지점(site)으

로 구분하여 총 56개의 코어시료를 채취하여 대자율이방

성(AMS; anisotropy of magnetic susceptibility)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3>. 대자율이방성 측정에는 Kappabridge 

KLY-4S (AGICO社, Czech)를 이용하였으며, 이 기기의 정

밀도는 2×10-8 (SI), 정확도는 0.3%이다. 대자율은 외부자

기장의 세기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며, 이번 연구에서 사용

된 외부자기장은 300 Am-1이다. 암석 내에 발달하는 미세

구조(rock fabric)는 다양한 지질현상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대자율이방성은 암석의 자기적 성질 중의 하나

인 대자율의 방향에 따른 차이를 이용하여 암석의 미세구

조를 해석하는 독창적인 연구방법이다. 대자율이방성을 이

용한 미세구조 분석법은 신속한 측정, 정밀도 및 정확도 등

의 장점을 지니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활용도가 급격히 증

가하고 있으며, 화성암의 정치기구, 퇴적암의 고수류 방향과 

퇴적물 공급지 추적, 용암과 화쇄류의 흐름방향과 근원화도 

위치 파악, 단층의 이동 감각 판별 등 광범위한 지질현상

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Tarling and Hrouda, 1993; 

Borradaile, 1988; Henry et al., 2003; Matín-Hernández 

et al., 2004; 조형성 외, 2014). 

그림 3. 병풍바위에 발달하는 주상절리의 발달 특성과 대자율이방성 시료  

 채취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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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가. 야외 기재적인 특징

경남 고성 상족암 병풍바위에서 나타나는 주상절리는 

규장질 마그마가 진동층의 층리면을 따라 관입하여 암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관입한 마그마는 온도차에 의해 냉

각 수축 되어 암체의 관입경계면에서부터 절리가 형성되어 

내부로 전파됨으로서 만들어진 주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

다<그림 4A>. 퇴적암과의 관입경계부에서는 규장질 마그마

의 높은 점성에 의한 유동구조가 탁월하게 발달하고 있다

<그림 4B>. 이러한 주상절리는 해안선을 따라 병풍바위에

서 맥전포항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연장되어 분포하고 있다 

<그림 4C>. 또한, 해안선을 따라 노출된 주상절리 단면 내

부에는 풍화작용에 의한 철산화물이 동심원상의 구조로 

그림 4. 병풍바위 주상절리에 대한 야외기재적 특징 (A) 병풍바위에 발달하고 있는 주상절리 (B) 진동층과 주상절리의 경계부 (C) 병풍바위에서 맥전포항까지  

 발달하고 있는 주상절리 (D) 주상절리 상부에 나타나는 구상의 풍화양상 (E, F) 주상절리 단면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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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되어 있다<그림 4D>. 주상절리 형성과정에 있어서 절리

면은 냉각면에서부터 내부로 진행되는 일련의 단속적인 전

파에 의해 형성된다(DeGraff and Aydin, 1984). 따라서 주

상절리 내부에는 열전도에 의한 상대적 약대가 형성되고 이

러한 약대를 따라 풍화가 진행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병풍바위 주상절리의 단면의 형태는 대부분 

4각형 내지 5각형으로 나타난다<그림 4E, F>. 일반적으로 

용암류와 관입체에서 만들어지는 주상절리의 형태는 냉각

속도가 빠른 표면 부근에서는 오각형 이하인 반면, 상대적

으로 천천히 냉각되는 내부로 갈수록 육각형의 모양이 우

세해 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Toramaru and Matsumoto, 

2004; 우현동 외, 2013; 손정모, 2015). 따라서 병풍바위에 

발달된 주상절리는 마그마의 빠른 냉각과정에서 형성된 것

으로 판단된다.

나. 전암대자율 분석

전암대자율(bulk susceptibility)은 암석의 성인 연구

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석조문화재의 산지 추

정 연구에 있어 암석의 동질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

하고 있다(좌용주 외, 2006; Uchida et al., 2007; 이명성 외, 

2010, 이명성 외, 201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풍바위의 

주상절리는 약 20 m의 높이로 노출되어 있어, 주상절리가 

발달하는 노두 전체를 수직적으로 하부(GAA), 중부(GAB), 

상부(GAC)로 구분하여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였다. 측정에는  

SM-30 대자율측정기 (GF Instruments社, Czech)를 사용

하였다. 전암대자율 측정 결과, 하부는 0.25~0.37 (10-3 SI), 

중부는 2.02~4.62 (10-3 SI), 상부는 1.59~3.51(×10-3 SI)의 

범위로 나타난다. 중부와 상부의 전암대자율은 대체로 유사

한 범위를 보이는 반면, 진동층과의 경계부에 해당하는 하

부는 1.0 (10-3 SI) 이하의 낮은 범위의 전암대자율 값을 가

진다<그림 5>. 이러한 전암대자율 값으로 미루어 볼 때, 병

풍바위 주상절리를 형성한 암체의 자기학적 특성은 강자성

광물(ferromagnetic mineral)과 상자성광물(paramagnetic 

mineral)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광물학적 분석 결과

병풍바위에 나타나는 주상절리 구성암석의 광물학

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주상절리의 하부(GAA), 중부

(GAB), 상부(GAC)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편광현미경

분석 및 X-선 회절 분석을 실시하였다. 편광현미경 분석 

결과, 주상절리 하부, 중부, 상부는 대체로 유사한 광물조

합과 조직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그림 6>. 세 부분 

그림 5. 병풍바위 주상절리의 하부(GAA), 중부(GAB), 상부(GAC)에 대한  

 전암대자율 측정값 비교.

그림 6. 병풍바위 주상절리의 슬랩 및 편광현미경 사진 (A) 하부, (B) 중부,  

 (C)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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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미립의 기질을 바탕으로 석영, 알칼리장석, 사장석, 

백운모, 녹니석, 불투명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석영과 

사장석은 반정으로 나타나며, 석영은 직소광을, 사장석은 

알바이트-칼스바드 쌍정을 보이고 있다. 일부 사장석들

은 풍화작용을 받아 견운모화가 되어 있다. 특징적으로 

진동층의 경계부에 해당하는 하부에서는 유동구조가 발

달하고 있어, 중부 및 상부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그림 

6>. 이러한 유동구조의 발달과 경계부 퇴적층의 영향으로 

하부에서만 전암대자율이 낮은 값을 보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X-선 회절 분석 결과, 주상절리의 하부(GAA), 

중부(GAB), 상부(GAC)의 구성광물은 유사하게 나타나

며, 주구성광물은 석영, 알칼리장석, 사장석, 운모로 구성

되어 있다<그림 7>. 이러한 특징은 편광현미경의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라. 화학 분석 결과

병풍바위 주상절리를 구성하는 암석의 암석화학적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하부(GAA), 중부(GAB), 상부(GAC)에

서 분석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X-선 형광분석을 통해 주성

분 원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하부, 중부, 상부의 

SiO2의 함량은 74.11~74.49wt.% 범위로 거의 유사하였으며, 

규장질 조성의 암석에 해당되었다. 나머지 주성분원소들 

또한 Al2O3 14.42~15.77wt.%, Fe2O3 2.43~2.92wt.%, TiO2 

0.07~0.11wt.%, MnO 0.02~0.05wt.%, CaO 0.13~1.07wt.%, 

MgO 0.13~0.20wt.%, Na2O 2.36~3.76wt.%, K2O 

2.90~3.80wt.%의 범위로 하부, 중부, 상부 모두 유사한 값

으로 측정되었다. 측정된 값을 TAS 다이아그램에 도시해보

면 세 부분 모두 유문암의 영역에 해당된다<그림 8>.

마. 대자율이방성(AMS)분석 결과

병풍바위 주상절리의 형성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주

상절리가 발달해 있는 규장질암을 하부(GAA), 중부(GAB), 

상부(GAC)의 3지점으로 구분하여 총 56개의 시료를 채취

하고 대자율이방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시편의 방향에 

따른 대자율 측정을 통해 대자율이방성 타원체를 구해내

고, 이 타원체의 세 주축(k1≥k2≥k3)의 방향과 크기를 계

산하였다. 대자율이 가장 큰 k1은 입자들의 평균적인 장축

방향에, 가장 작은 k3는 입자들의 평균적인 단축방향에 각

각 대응된다. 한편, 서로 수직한 대자율이방성 타원체의 세 

주축 k1, k2, k3은 벡터가 아닌 두 극을 가진(bipolar) 값으

로 시료 채취지점별 평균방향과 신뢰구간을 구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Jelínek (1978)의 통계법을 사용

하였으며, 이방성의 정도를 판별하기 위해 Jelínek (1981)

그림 7. 병풍바위 주상절리 하부(GAA), 중부(GAB), 상부(GAC)에 대한 

 X-선 회절 분석 결과.

그림 8. 병풍바위 주상절리 하부(GAA), 중부(GAB), 상부(GAC)에 대한  

 TAS 다이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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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병풍바위 주상절리에 대한 대자율이방성(AMS) 분석 결과 (A) 하부(GAA), (B) 중부(GAB), (C) 상부(G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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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j parameter 그리고 미세구조 종류(모양)의 분석을 위

해 Jelínek (1981)과 Hrouda (1982)의 T parameter를 사

용하여 Pj-T diagram에 도시하였다(조형성 외, 2015). 대자

율이방성 분석 결과, 세 지점의 결과는 대체로 유사하게 나

타난다<그림 9>. 세 지점 모두 적어도 한개 이상의 주축(특

히, k3)이 95% 신뢰구간 10°미만으로 잘 군집되어 나타나고 

있어, 자기미세구조가 효과적으로 정의된다. 하부와 중부 

지점은 대자율이방성 타원체의 세 주축방향들이 모두 양

호한 군집도를 가지는 반면, 상부지점에서는 k1과 k2는 다

소 분산되어 대원상의 분포를 보인다. 입자들의 장축방향

에 대응되는 k1의 경우 하부에서는 북북서-남남동 방향, 중

부에서는 서북서-동남동 내지 동-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

으며 10°미만의 저경사를 가진다. 반면, 상부에서는 북서-

남동 방향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나며, 경사는 대부분 시편

이 20°미만의 크기를 가진다. k2는 하부와 중부 지점에서는 

10°미만의 경사로 양호한 군집도를 보였으나, 상부 지점에

서는 다소 분산되어 k1과 함께 대원상의 분포를 보인다. 입

자들의 단축방향에 대응되는 k3는 세 지점 모두에서 70°이

상의 고경사를 가지며, 매우 양호한 군집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입자들의 모양을 나타내는 T값의 경우 세 지점 모두

에서 (+)의 값을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납작한 모양의 엽

리구조가 우세하게 발달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9>.

Ⅴ. 고찰

앞선 대자율이방성 결과를 바탕으로 병풍바위 주상절

리의 형성 기작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주상절리의 형성

과정은 암맥, 암상, 용암류(lava flow)로 나누어 생각해 보

아야 할 것이다. 지하에서 마그마가 절리 등의 틈을 따라 

관입하는 암맥의 경우에는 수직방향으로 신장된 석리(rock 

fabric)가 발달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입자들의 장축을 지

시하는 k1은 수직에 가까운 경사를 가지게 된다. 반면, 용암

류와 암상의 석리(rock fabric)는 마그마의 수평적 흐름에 

의해 발달하게 되므로, 입자들의 장축에 해당하는 k1은 수

평방향, 단축에 해당되는 k3는 수직으로 나타나게 된다. 병

풍바위 주상절리의 대자율이방성 분석 결과, 거의 수평에 

가까운 k1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암맥상의 관입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병풍바위 주상절리

를 형성한 암체의 야외산상이 하위 퇴적암 층리면과 평행

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점 역시 주상절리가 암맥상의 관입

으로 형성되지 않았음을 지시하고 있다<그림 4A, B>. 따라

서 주상절리의 성인은 퇴적암 층리면을 따라 마그마가 관입

하는 암상과 퇴적암 위를 피복하는 용암류의 냉각 두 가지 

가능성으로 좁혀진다. 대자율이방성 분석 결과는 다음의 

증거들로부터 병풍바위가 용암류가 아닌 암상에 의해 형성

되었음을 지시하고 있다. 첫 번째 증거는 세 지점 모두에서 

k1과 k3의군집도가 매우 높은 점이다. 용암류의 경우는 흘

러가는 과정에서 지형과 이미 고화된 용암의 영향으로 인

해 내부의 흐름방향이 교란을 받게 되므로 이방성타원체

의 주축들이 높은 군집도를 보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Herrero-Bervera et al., 2002). 또한, 한반도 동남부

의 마이오세 어일현무암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대자율이방

성 연구에서 용암류의 공간적 위치에 따라 k1과 k3의 방향

이 심하게 교란될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어 있다(조형성, 

2014). 반면, 층리면을 따라 주입된 마그마가 상대적으로 일

관되게 흘러가는 암상에서는 마그마의 흐름방향으로 입자

들이 일관되게 배열되므로 주축방향들이 높은 군집도를 가

질 수 있다. 두 번째 증거는 대자율이방성 타원체의 모양이

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병풍바위 주상절리 암체는 상부, 중

부, 하부 모두에서 일관되게 모양지수(T) 값이 (+)의 값을 

가지며, 납작한 엽리구조가 발달하고 있다. 용암류의 경우, 

흐름에 따른 전단력으로 길쭉하게 신장된 입자들이 발달하

기 때문에, T 값은 (-)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Khan, 1962; Cañón-Tapia et al., 

1995; Herrero-Bervera et al., 2002). 병풍바위 주상절리 

암체의 납작한 모양의 엽리구조 발달은 암상의 관입 후 냉

각과정에서 상위지층의 하중에 의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 증거는 주축방향들의 분포형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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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용암류는 단순 전단력을 받으며 흘러가는 과정에서 

신장된 결정들의 비늘배열(imbrication)로 k1 축의 경사크

기는 대부분 30°내외의 저각으로 군집되고, k2-k3는 대원상

의 분포를 가지게 된다(조형성, 2014). 그러나 병풍바위 주

상절리의 대자율이방성 결과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전혀 관

찰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부 지점에서는 k1-k2가 대원상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 역시 상위 퇴적층의 하중

이 작용하는 암상에서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남 고성 상족암 일대 병풍바위는 퇴적층의 층

리면을 따라 관입한 암상으로 판단되며, 관입한 마그마의 

냉각에 따른 수축에 의해 주상절리가 발달한 것으로 해석

된다.

Ⅵ. 결론

경남 고성 상족암 일대 지질명소에 분포하는 병풍바

위 내 주상절리에 대한 암석학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대

자율이방성(AMS)을 적용하여 주상절리의 형성기작에 대해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경남 고성 상족암 병풍바위에 나타나는 주상절리

는 산성암상으로 진동층의 층리면을 따라 관입하여 암상

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주상절리의 단면은 대부분 4~5

각형의 형태로 나타난다.

2) 주상절리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미립의 기질에 

세립질의 석영과 장석 반정을 포함한 반상조직을 보인다. 

진동층과의 경계부인 하부(GAA)는 중부(GAB) 및 상부

(GAC)와는 달리 유동구조가 관찰되며, 암석기재적인 특징

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를 편광현미경 및 X-선 회절 

분석을 통하여 하부, 중부, 상부의 구성광물을 비교해본 결

과, 구성광물은 석영, 장석, 백운모, 견운모, 불투명광물로 

동정되며, 광물 조합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3) 경남 고성 병풍바위에 나타나는 주상절리의 구성

암석에 대한 주성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TAS Diagram

에 도시해보면 유문암의 조성에 해당한다. 

4) 대자율이방성(AMS)분석 결과, 입자의 장축을 지시

하는 k1은 세 지점 모두에서 거의 수평에 가까운 경사를 보

이며, 하부와 중부에서는 양호한 군집도를 가지는 반면 상

부에는 약간 분산된 경향을 보인다. 입자의 단축을 지시하

는 k3는 세 지점 모두에서 양호한 군집도를 가지며, 70°이상

의 고각의 경사를 가진다. 

5) 입자들의 모양지수(T)는 세 지점 모두에서 양(+)의 

값을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납작한 모양의 엽리구조가 

발달된 것으로 해석된다.

6)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경남 고성 상족암 일

대 병풍바위는 퇴적층의 층리면을 따라 관입한 암상으로 

판단되며, 관입한 점성이 높은 유문암질 마그마의 냉각에 

따른 수축에 의해 주상절리가 발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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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trological study on the formation of geological 
heritage around Sangjogam County Park, Goseong, 
Gyeongsangnam-do

Sangjogam, located in Goseong, Gyeongsangnam-do, was designated as Natural Monument #411, 

because of its diverse geological heritage, such as fossils, ripple marks, dykes, and columnar joints. In the area, 

Byeongpungbawi, with its beautiful columnar joints vertical to the bedding plane of the underlying sedimentary 

rocks and spectacular coastal view, was named after its overall shape reminiscent of a huge folding scree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columnar joints using the 

anisotropy of magnetic susceptibility (AMS) method. AMS measurements showed that the k1 and k3 values 

representative of directions of the long and short axes of a magnetic particle at each point strongly clustered, 

and the oblate magnetic foliation structure in Byeongpungbawi developed during sill-type intrusion rather than 

lava flow. 

In summary, Byeongpungbawi was produced by si l l-type intrusion along the bedding plane of the 

underlying sedimentary layer, and the subsequent formation of columnar joints was accompanied by the 

cooling and contraction of intruding rhyolite magma. This study potentially provides a basic research tool in 

understanding the formation mechanism of columnar joints which are widely distributed in souther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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