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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etaceous sequences in the Gumi basin are mapping into
seven stratigraphic units.
The Geumosan Tuff among them is composed of ash-flow tuffs
associated with the Geumosan caldera along with ring dikes.
The caldera, 3.5 x 5.6 km wide, was formed by an asymmetric
piston subsidence along the outwarding ring faults.

ABSTRACT
The Gumi basin, situated in the mid-southeastern Yeongnam Massif, has the Cretaceous stratigraphy that is divided into Gumi
Formation, andesitic rocks (Yeongamsan Tuff, Busangni Andesite), rhyolitic rocks (Obongni Tuff, Doseongul Rhyolite, Geumosan
Tuff) and Intrusives (ring dikes, other dikes) in ascending order. The Geumosan Tuff is composed mostly of many ash-flow tuffs
which are associated with Geumosan caldera along with the ring dikes. The caldera is outlined by ring faults and dikes and has about
3.5 × 5.6 km in diameters. The intracaldera volcanics show a downsag structure that is dipped inward in their flow and welding
foliations. The caldera block represent an asymmetric subsidence, which drops 350 m in the northern margin and 600 m in the
southern one. Based on these data, the Geumosan caldera is geometrically classified as an asymmetric piston subsidence caldera that
suggests a single caldera cycle. The caldera reflects the piston subsidence of the caldera block bounded by the outward-dipping ring
faults following a voluminous eruption of magma from the chamber. The downsag in the caldera block refers to the downsagging
during the initial subsidence at the same time as the full development of the bound fault. In the ring fissures following the sagging,
magma was injected due to the overpressure of magma chamber caused by sub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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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미분지는 영남육괴의 남동 중간부에 있으며 하부로부터 백악기의 구미층, 안산암질암류(영암산응회암, 부상리안산암), 유문암
질암류(오봉리응회암, 도선굴유문암, 금오산응회암)와 관입암류(환상암맥, 기타 암맥)로 구성된다. 금오산응회암은 거의 대부분
회류응회암으로 구성되며 환상암맥과 함께 금오산 칼데라와 연관되어있다. 칼데라는 직경이 3.5 × 5.6 km이고 환상암맥과 단
층으로 둘러싸인다. 칼데라 내부 화산암층은 유상 및 용결엽리가 대체로 칼데라 연변부에서 안쪽으로 경사되는 하향자루 구조
를 나타낸다. 칼데라 블록은 북변부에서 350m, 남변부에서 600m 내려앉은 비대칭 침하를 나타낸다. 이 자료들에 의하면 금오
산 칼데라는 하나의 칼데라윤회를 암시하는 기하학적으로 비대칭 피스톤 침하 칼데라로 분류된다. 이 칼데라는 챔버로부터 마
그마의 대규모 분출에 뒤따라 외측경사 환상단층으로 경계되는 칼데라 블록의 피스톤 침하를 지시한다. 칼데라 블록에서 하향
자루는 경계 단층의 완전한 발달과 동시에 초기 침하동안 하향자루운동을 의미한다. 이 운동에 의한 벌어진 환상열극에는 침하
에 따른 마그마 과압으로 인해 마그마가 주입되어 환상암맥을 형성하였다.
주요어 : 금오산 칼데라, 회류응회암, 환상암맥, 피스톤 침하, 하향자루운동

1. 서 언
구미분지는 구미 남부에서 최고봉(976.5 m) 금오산을
중심으로 김천시와 칠곡군과의 경계지역에 위치한다. 이
분지는 편마암류 및 심성암류 위에 부정합으로 타원상
분포를 보여주며, 하부의 퇴적암류와 상부의 화산암류로
구성된다. 화산암류는 이 분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분
출암류와 관입암류로 구성된다. 분출암류는 2개 암층의
안산암질암류와 3개 암층의 유문암질암류로 구분된다. 관
입암류는 유문암맥들로 구성되며, 특히 유문암질암류의
주변에는 환상암맥(ring dike)이 외측경사로 관입되어있
다. 이러한 양상은 환상암맥이 칼데라 함몰이라는 것을
예상케 한다. 이 암석들에 대한 층서와 구조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금오산 칼데라의 진화를 복원하기에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지질이 복잡한 화산지역에서 칼데라 구조
와 함몰 유형을 알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최근 칼데라는 지표 노두가 제한되기 때문이
고, 반면에 침식된 고기 칼데라에서는 이의 구조와 지형
과의 관계에 대한 증거가 침식으로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Branney, 1995; Lipman, 1997). 그러나 구미분지에서 금
오산 칼데라는 칼데라내부의 깊게 절개된 단면을 제공하

여 층서와 내부관계를 연구할 수 있게 하고, Smith and
Bailey(1968)가 정의한 바와 같은 칼데라의 발달단계를
연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필자들은 구미분지의 지질도를
그리고 3.5×5.6 km의 금오산 칼데라의 모양과 구조를 파
악하여 이들로부터 칼데라의 함몰유형과 진화를 해석하
고자 한다. 왜냐하면 (1) 칼데라 내·외부의 화산층서가 잘
드러나 있고, (2) 칼데라의 모양이 환상암맥에 의해 이상
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3) 이들의 주요 분출사건이
칼데라 함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칼데라를 분류하기 위한 이전 접근방식은 대표적인 화
산에서의 분출 양식과 마그마 조성을 기반으로 칼데라
유형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로서 크라카토아 유
형, 발레스 유형, 하와이 유형 등이 있다(Macdonald, 1972;
Williams and McBirney, 1979). 그러나 잘 기록된 칼데라
를 보면 입체모양과 구조들이 그 특징과 과정의 연속으
로 인해 과도기적 다양성을 가진다. 따라서 그러한 다양
한 칼데라를 별개의 유형으로 세분하는 것은 거의 쓸모
없을 뿐만 아니라 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Lipman(1997)은 기하학적으로 5개 엔드멤버로만 단순하
게 분류하고 그 과정에 관련되는 침하 입체모양과 그 결
과의 구조들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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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 칼데라는 기하학적 분류에서 어느 유형에 속하
는지와 어떤 침하과정을 겪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칼데라에 관련된 화산암류의 층서와
그 속에 포함된 암상을 해석하고 구조적인 자료를 종합
함으로써 금오산의 화산과정에 수반된 칼데라 침하과정
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칼데라는 금오산응회암과 환상암
맥 등이 밀접하게 조합되어 있어 이들로부터 칼데라의
유형과 진화를 밝히는 데 있어 매우 적절한 곳이다.

2. 지질개요
구미분지는 경상분지와 별개로 영남육괴 남동부의 중
간에 자리 잡은 작은 분지이다. 이 분지에는 기반암 위
에 백악기 퇴적암류와 화산암류가 분포한다. 기반암은 대
부분 화강편마암류이고 이를 김천화강암이 관입하고 있
다(Kim and Lim,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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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분지에서 지질은 백악기 후엽의 퇴적암류와 화산
암류로 크게 나뉜다. 퇴적암류는 낙동층으로 기재되었지
만(Kim and Lim, 1974) 주로 녹회색 층이고 적갈색 층
이 협재되어 있어 층서적으로 경상분지의 어느 층에 대
비될지 문제가 있으므로 구미층으로 기재한다.
화산암류는 한반도 남동부 곳곳에서 일어났던 화산호
중에 영남호(Hwang et al., 2019)의 일부에 속한다. 화산
암류는 이전에 금호산화산암류로 묶어놓았지만(Kim and
Lim, 1974) 분출암류와 관입암류로 쉽게 구분된다. 분출
암류는 하부의 안산암질암류와 상부의 유문암질암류로
구분된다. 안산암질암류는 김천단층(Kim et al., 1989) 남
부에 주로 분포하고 관입암류와 퇴적암류 사이에 소규모
로 분포한다. 이 안산암질암류는 안산암질 내지 데사이
트질 조성을 가지며 하부의 화성쇄설암과 상부의 용암으
로 구분된다. 하부의 화성쇄설암은 영암산응회암으로 하
고 상부의 용암은 부상리안산암으로 기재한다(Fig. 1). 상

Fig. 1. Geologic map of the Gumi basin in mid-southeastern Yeongnam massif. The capital letters on the map represent major place
names as follows: G, Geumosan; D, Doseongul; O, Obongni; B, Busangni; Y, Yeongam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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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유문암류는 모두 유문암질 조성을 가지며 대부분
화성쇄설암으로 구성되지만 중간에 용암층이 협재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부의 오봉리응회암, 중부의 도
선굴유문암과 상부의 금오산응회암으로 구분한다(Fig. 1).
관입암류는 유문암질 조성을 나타내는 세립질 맥암류
이며 환상암맥과 직선상암맥으로 산출된다. 특히 환상암
맥은 유문암질암류를 거의 완전히 둘러싸며 내측부에 상
위층이 외측부에 하위층이 분포하는 패턴을 나타내므로
확실한 함몰구조를 지시한다. 구미분지에서 발견되는 이
함몰구조를 우리는 금오산 칼데라로 지칭한다.
백악기의 모든 지층은 북서-남동 방향의 주향이동 단층
인 김천단층의 연장부에 의해 잘려 좌수향으로 어긋나 있다.

3. 칼데라 이전의 백악기 지질
구미분지에서 금오산 칼데라 이전에 형성된 지질은 크
게 구미층, 영암산응회암, 부상리안산암, 오봉리응회암과
도선굴유문암 순으로 구분된다.
3.1. 구미층
구미층은 환상암맥 밖에만 초승달 모양으로 소규모 분
포된다(Fig. 1). 화강편마암류 위를 부정합으로 덮고 용
암산응회암에 의해 덮이며(Fig. 2) 환상암맥에 의해 잘린
다. 두께는 최대 약 300 m로 추산된다.
이 층은 주로 녹회색 내지 회색의 사암, 역암과 셰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지만 상부에서는 저색 사암과 이암
이 협재된다. 이러한 차이는 층서적으로 다른 층으로 구

Fig. 2. Generalized vertical section showing the relationships of
the broad lithostratigraphical divisions in the Gumi basin.

분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경상분지의 낙동층 혹은 다른
층과 대비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과제이다. 특히 역암은
대부분 편마암, 규암 등의 변성암 역들로 구성된다(Fig. 3a).
층리는 불규칙하지만 대체로 20~57° 내외로 화산암층의
중심을 향하여 경사진다.
3.2. 영암산응회암
영암산응회암은 환상암맥 밖에서만 산출되며 김천단층
남쪽에 크게 분포된다(Fig. 1). 이 층은 화강편마암류 혹
은 구미층을 덮고 부상리안산암에 의해 덮이며, 구미층
과는 부정합 관계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구미층 상부의
저색층이 영암산응회암 아래에서 산출되지 않고 잘리기
때문이다. 이 층의 두께는 김천단층 남쪽에서 최고 약
300m이지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이 응회암은 청회색 내지 회색 기질에 결정이 비교적
풍부하고 종종 피아메(fiamme)와 암편을 함유한다(Fig. 3b).
결정은 대부분 0.5 mm 이하 크기의 사장석이고, 각섬석
및 흑운모 등을 포함한다. 피아메는 암청회색을 띠며 대
개 1:5 정도로 편평화된 작은 부석편이다. 암편은 암녹색
안산암과 청회색 사암 등이 흔하게 관찰되고 그 직경은
흔히 1 cm 이하이지만 3 cm도 있다. 이 응회암암층의 하
부에서는 대체로 암편이 많아지고 커져 라필리응회암에
속하고 5~10 cm 크기의 암괴도 포함되어 응회각력암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다.
이 암층은 전체적으로 괴상을 띠고 대부분 분급이 불
량하며 용결되어 드물게 용결엽리를 보여주기도 한다. 조
성은 대체로 안산암질 양상을 보여주지만 화학분석치에
서 데사이트질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암상은 낮은 분연
주 붕괴로부터 발생한 화쇄류에 의해 정치된 것으로 해
석된다.
3.3. 부상리안산암
부상리안산암은 환상암맥 외측부에서 영암산응회암 위
를 덮고 있으며 환상암맥 내측부에서 오봉리응회암 아래
에 아주 소규모로 노출된다(Fig. 1). 따라서 이러한 분포
패턴에 의하면 기하학적 관계는 안산암질암류가 유문암
질암류보다 선기 분출암이라는 것을 지시한다. 이 안산
암의 두께는 김천단층 남쪽에서 최고 약 200 m 정도이
지만 측방변화가 매우 심하다.
노두에서 대부분 암녹색 내지 청회색을 띠지만 풍화가
진행된 곳에서는 국부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특히 대부
분 1 mm 이하 크기의 사장석 반정에 의한 반상조직을
나타낸다(Fig. 3c). 서쪽 환상암맥 내측부와 남쪽 환상암
맥 외측부에서는 방해석과 녹니석으로 농집된 행인상 구
조를 관찰할 수 있다(Fig. 3d). 한편 드물지만 단암질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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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eatures of major outcrops in the Gumi basin. (a) Conglomerate in the lower part of the Gumi Formation; (b) Massive bluish
gray ash-flow tuff with dark green fiammes in the Yeongamsan Tuff; (c) Porphyritic texture of the Busangni Andesite; (d) Amygdaloidal
texture of the Busangni Andesite; (e) Massive pale gray ash-flow tuff with dark gray fiammes in the Obongni Tuff; (f) Doseongul
Rhyolite lava intruded by a rhyolite dike; (g) Doseongul Rhyolite showing well developed flow foliation; (h) Spherulites and lithiphysae
in the Doseongul Rhyolite, cutting the flow fo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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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암(monolithic breccia)이 용암의 흐름단위(flow unit) 사
이에 관찰된다. 경하에서도 대부분 뚜렷한 반상조직을 나
타내며, 사장석을 다량 함유하고 소량의 각섬석을 포함한다.
3.4. 오봉리응회암
오봉리응회암은 환상암맥 내측부에서 이 암맥을 따라
산록에 소규모로 분포한다(Fig. 1). 부상리안산암 위에 놓
이고 도선굴유문암에 의해 덮이지만(Fig. 2) 환상암맥에
의해 잘린다. 두께는 약 150 m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응회암은 담회색 내지 담녹색을 띠는 화산회 기질
에 암편과 부석을 함유하고 결정을 거의 볼 수 없다. 암
편은 암녹색, 암갈색 안산암이 흔하며 대개 1~3 cm (최
대 5 cm) 직경을 가진다. 부석은 대개 1:6으로 편평화되
고 최대 5×3.5 cm 크기를 가지며, 규칙적인 배열로 완배
열상(eutaxitic) 용결엽리를 나타낸다(Fig. 3e). 입도에 의
하면 대부분 라필리응회암에 속하며 분급이 불량하고 층
리도 나타나지 않으며 부분용결의 회류응회암에 속한다.
그러나 최상부 약 15 m 가량은 입도가 훨씬 작고 층리
가 발달하는 층상응회암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응회암
은 두꺼운 환상암맥 접촉부에서 탈파리화되어 원래의 유
백색으로 탈색되어 유문암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곳도 있다.
이러한 특징에서 회류응회암은 비교적 낮은 분연주 붕
괴에 의한 화쇄류에 의해 정치된 것이고 층상응회암은
분연주의 플룸으로부터 혹은 화쇄류의 재구름으로부터
나온 화산회 낙하에 의한 강하응회암에 해당된다.
3.5. 도선굴유문암
도선굴유문암은 환상암맥 내측부에서 현저한 절벽을
형성하면서 용암류(lava flow)로 산출되며 환상암맥을 따
라 대상으로 길게 분포한다(Fig. 1). 이 용암류는 오봉리
응회암 위에 놓이고 금오산응회암에 의해 덮이며(Fig. 2),
암맥에 의해 절단된다(Fig. 3f). 이는 북동부 계곡의 횡단
면에서 최대 약 350 m로서 가장 두껍고 남서쪽으로 갈
수록 얇아진다. 전체적으로 이 용암류는 북동부 계곡에
서 산복부를 점령하지만 남서쪽으로 가면서 산록부에서
노출되고 남동쪽에서 지표에 노출되지 않는다.
이 유문암은 거의 모두 용암류로 구성되지만, 매우 드
물게 금오산의 북쪽 능선에서 암회색 부석을 갖는 유백
색 라필리응회암을 얇게 협재한다. 용암류 기저부는 특
히 단일 암괴들로 각력화되어 있는데, 이는 흐를 때 표
피와 내부의 냉각속도 차이로 발생하는 자동각력작용
(autobrecciation)에 의해 형성된 흐름 각력암으로 해석된다.
이 용암은 도홍색 내지 홍회색을 띠지만 기저부에서 담
청회색을 띠기도 하며, 반정을 볼 수 없는 비반상을 나
타낸다. 곳곳에서 1~5 mm 내외의 유백색대와 홍회색대

가 조밀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유상엽리(flow foliation)를
발달시킴으로써 유대상 유문암(flow-banded rhyolite)에
해당한다(Fig. 3g). 이 유상엽리는 간혹 유상습곡(flow
fold)을 형성하고 자가포획체(autolith)를 함유하는데 드물
게 이들의 비대칭 패턴으로부터 이의 이동방향을 식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상엽리 속의 자가포획체는 가끔 렌
즈상을 이룸으로서 이 유문암을 평행배열상 석리(parataxitic
fabric)를 갖는 치밀한 용결응회암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부에는 종종 구과상(spherulitic) 구조와 가끔 석
구상(lithophysal)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Fig. 3h). 구과는
흔히 2~3 mm 크기이고 최대 1 cm이며 유상엽리를 따라
배열되어있다, 석구는 2×5 cm(최대 3×6 cm) 크기이고 그
중심에 1×2 cm 크기의 빈 공동을 가지며 흔히 석영 결
정이 자형으로 성장되어있다.
박편에서 이 용암은 석영과 장석의 미정질대와 미립의
불투명산화철 외에 결정화되지 않은 유리질대가 교호된다.
간혹 이들은 모자익상 결정질대 혹은 미구과상대와도 교
호된다. 유상엽리 즉 유백색대와 홍회색대의 색차이는 결
정도의 차이에 의해 정의되고 홍회색으로부터 회색으로
의 전이는 아마도 불투명산화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유상엽리는 용암류가 층류로 이동할 때 속
도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층류의 흔적으로 해석되며, 마
찬가지로 각력암은 용암류가 이동할 때 전단작용을 받아
냉각차이로 먼저 굳은 외피의 전단변형 흔적으로 해석된다.

4. 칼데라 관련 백악기 지질
구미분지에서 금오산 칼데라에 직접 관련된 지질은 금
오산응회암과 유문암맥 등이 있다.
4.1. 금오산응회암
금오산응회암은 이 지역에서 칼데라 형성에 직접적으
로 관련 되는 층서단위로서 환상암맥 내측부에서 도선굴
유문암 위를 덮으면서 넓게 분포한다(Fig. 1). 그리고 이
암층의 일부는 남서부에서 환상암맥에 의해 관입된다. 두
께는 최고 약 600 m로 계산된다.
이 응회암은 화학성분상 SiO2가 거의 전부 72~76 wt.%
범위에 있다. 이 암층은 대부분 용결응회암으로 구성되
지만 중부 및 상부에 부분용결대가 두 차례 협재됨으로
해서 이를 사이에 두고 하·중·상부 치밀용결대로 구분된다.
(1) 하부 치밀용결대
하부 치밀용결대는 칼데라 내부의 남서부에 분포되며,
대부분 도선굴유문암 위를 덮지만 오봉리응회암 위를 덮
는 곳도 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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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eatures of major outcrops related to the Geumosan caldera. (a) Dark gray, lower dense welding zone in the Geumosan Tuff;
(b) Pale gray, middle partial welding zone in the Geumosan Tuff; (c) Brownish gray, middle dense welding zone in the Geumosan
Tuff; (d) Whitish gray, upper partial welding zone in the Geumosan Tuff; (e) Reddish brown, upper dense welding zone in the
Geumosan Tuff; (f) Outward-dipping subvertical flow foliation in the rhyolite ring dike.

하부 치밀용결대는 대체로 결정, 부석과 암편을 비교적
많이 함유하고 화산회가 풍부한 파리질 응회암에 속한다.
기질은 대체로 암회색 내지 회색을 띠는 것이 특징적이
고 부분적으로 산화작용에 의해 갈회색을 띠는 곳도 있
다(Fig. 4a). 부석은 3×20 mm로 편평화되고 용결된 암회
색 피아메로 존재한다. 결정은 1 mm 이하 크기이고 대
부분 사장석이고 간혹 석영도 포함된다. 암편들은 대부
분 1 cm 내외 크기의 담홍색 비반상 유문암편으로 구성
되고 1~3 cm 크기의 녹회색 비반상 안산암편도 포함된
다. 이 암편들은 대체로 크기와 함량이 하부로 갈수록 풍

부하며, 또한 특히 각 흐름단위의 그 기저에서 풍부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하부 치밀용결대는 회류응회암에 해당된다.
(2) 중부 부분용결대
중부 부분용결대는 금오산의 산복(山腹)에서 산출되며
칼데라 내부의 남부에서 하부 치밀용결대 위를 피복하거
나 혹은 북부에서 도선굴유문암 위를 덮는다(Fig. 1). 두
께는 대체로 50 m 내외로 상당히 두껍지만, 동쪽으로 가
면 더 두꺼워져 최대 약 150 m 이상에 달하는 곳도 있
고 서쪽으로 갈수록 20 m로 얇아지고 결국 치밀용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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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체되는 곳도 있다.
부분용결대는 대개 담회색을 띠고 부석과 암편이 풍부
하다(Fig. 4b). 부석은 암녹색을 띠며 다소 편평화되고 얼마
의 부석은 변형되어 불꽃같은 끝을 가진다(Fig. 4b). 샤아
드는 반정 혹은 암편 주위에서 변형작용에 의한 비대칭으
로 방향성을 나타내지만, 기질의 나머지는 주로 약간의 변
형만을 보여주는 임의 방향의 샤아드들을 포함한다. 암편
은 대개 회백색 유문암이며 1~2 cm이고 최대 4 cm이다.
그러나 동쪽에서의 기저부는 큰 암편을 다량 함유하여
응회각력암에 속한다. 암편들은 암홍색 유대상 유문암으
로 구성되며 크기가 흔히 3~5 cm이고 최대 13 cm에 달한다.
(3) 중부 치밀용결대
중부 치밀용결대는 칼데라 내부의 금오산 산복에 분포
되며 중·상부 부분용결대에 의해 구분된다(Fig. 1).
이 치밀용결대는 대체로 암편을 적게 함유하고 부석과
결정을 비교적 많이 함유하며 화산회가 풍부한 파리질응
회암에 속한다. 그러나 이 용결대는 갈회색 내지 암갈색을
띰으로서 하부 치밀용결대에 비하여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며 암편이 드물고 그 크기가 작은 편이다(Fig. 4c).
부석들은 작지만 다소 풍부한 편이며 거의 모든 곳에서
치밀하게 용결되어 있고 대개 용결엽리를 나타낸다.
중부 치밀용결대에서 샤아드와 부석들은 하부 치밀용
결대보다 더 심하게 용결되어 있고 거의 모든 화성쇄설
조직이 파손될 정도로 강한 용결엽리를 형성하기도 하다.
그래서 이곳에서 부석은 누중에 의하기보다 높은 열과
흐름에 의해 매우 심하게 세장되고 편평화된 것으로 생
각된다. 왜냐하면, 이 치밀용결대는 하부 치밀용결대보다
하중을 훨씬 적게 받으면서도 더 심하게 용결되었기 때
문이다. 편평화된 피아메는 대부분 암회색이고 풍화면에
서 렌즈모양으로 튀어나온 예도 있다. 이들은 신선한 면
보다 약한 풍화면에서 더 뚜렷하게 인지된다. 왜냐하면,
피아메의 석기와 원래 응회암의 기질과는 쉽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반정은 하부 치밀용결대와 거의 대
등한 양으로 포함된다. 이와 같은 증거들은 이 용결대의
냉각시에 비교적 온도가 높았다는 것을 지지한다.
(4) 상부 부분용결대
상부 부분용결대는 금오산 산정부의 중·상부 치밀용결
대 사이에서 산출된다(Fig. 1). 두께는 대체로 20 m 내외
로 비교적 얇은 편이다.
이 부분용결대는 대체로 회백색을 띠는 라필릴응회암으
로서 치밀용결대의 것보다 밝은색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
며(Fig. 4d), 비교적 약한 강도를 이용해 마애석불이 조각
되어있다. 부석은 흔하게 인지되며 담녹색을 띠고 1 cm 내

외 크기가 흔하다. 암편은 회백색 유문암편이 다소 풍부
하며 드물게 암녹색 안산암편이 1 cm 이하 크기로 존재한다.
(5) 상부 치밀용결대
상부 치밀용결대는 금오산 산정부를 차지하며 상부 부
분용결대 위를 덮는다(Fig. 1). 두께는 대략 120 m 정도이다.
상부 치밀용결대는 대체로 부석과 결정을 적게 함유하고
화산회가 풍부한 파리질응회암에 속한다. 그러나 이 치밀
용결대는 적갈색 내지 암갈색을 띰으로서 중부 치밀용결
대보다 더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정이다(Fig. 4e). 부석들
은 드물고 그 크기가 작은 편이지만, 거의 모든 곳에서
치밀하게 용결되어 있고 대개 희미한 용결엽리를 나타낸다.
4.2. 유문암맥
유문암맥은 주로 칼데라 경계를 따라 환상암맥으로 산
출되고, 칼데라 외부의 북부에서 직선상암맥으로 산출된
다(Fig. 1). 두께는 10~450 m이고 모두 관입상을 나타낸
다. 구미층 퇴적암과의 접촉부에서 각력화된 곳도 발견된다.
이 암맥은 회백색 내지 유백색을 띠는 석정질 유문암
(stony rhyolite)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흔히 규장암으로
불리는 것이다. 대부분 괴상으로 나타나지만 연변부로 가
면서 희미하게 유상엽리가 고각도로 발달된다(Fig. 4f).
이 유문암은 전체적으로 반정은 거의 함유되지 않지만
매우 드물게 1 mm 미만의 작은 사장석이 미반정으로 나
타난다. 경하에서 석기는 미정질 내지 은정질로 결정화
되어있으며, 특히 북부 직선상암맥은 미세한 미문상 조
직을 나타낸다.
이러한 유문암맥이 도선굴유문암을 관입한 곳에서는
색차이에 의해 구분되며, 유상엽리의 교차에 의해 더 확실
하게 입증된다(Fig. 3f). 이 암맥은 산출패턴과 위치에 따
라 환상암맥 아니면 칼데라 내부와 외부의 직선상암맥으
로 구분된다. 특히 북부의 두꺼운 곳에서의 환상암맥에는
저색 이암 혹은 라필리응회암이 그 유상엽리에 거의 평
행하게 기다란 포획체로 산출되고 있다(Fig. 1). 이와 같
은 유문암맥의 산출패턴과 결정도는 칼데라 함몰에 의한
환상단층을 따라 유문암질 마그마가 관입되었음을 지시한다.

5. 칼데라의 기하학적 규모
구미분지에서 금오산 화산암류는 주로 단층, 관입과 침
식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들에 의해 기존 화산
구조가 수정되었다. 이 화산암류에서의 엽리측정과 경계
추적에 의해 칼데라의 기하학적 모습을 복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젊은 칼데라는 그 함몰체에 대한 정보를 알
아내기가 어렵지만, 침식된 칼데라는 노출된 함몰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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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ldera elements and calculated volume for the Geumosan caldera
Structures
Measuring values

Length of ring dikes and faults(total 15.7 km)
NE dike

S fault

SW dike

W fault

Subsidence
depth

Caldera
diameter

Caldera
area

Eruption
volume

12.0 km

0.2 km

2.9 km

0.6 km

350~600 m

3.5×5.6 km

19.6 km2

23.6 km3

입체의 형태와 함몰에 관한 기하학적 관계로부터 정보를
상세히 추론해낼 수 있다. 금오산 칼데라는 대체로 환상
암맥과 단층을 따라 구조적 경계를 구획할 수 있다. 그
래서 칼데라 영역은 환상암맥의 중간선과 환상단층을 이
상적으로 연결할 때 그 내부로 정의된다. 칼데라 내부는
대부분 금오산응회암이 차지하며 북부와 서부에서 이 아
래에 오봉리응회암과 도선굴유문암이 차례로 놓이고 부
상리안산암이 약간 노출된다. 그리고 외연부를 따라 완
전한 환상암맥이 관입되어 있고 그 외부에 구미층, 영암
산응회암 및 부상리안산암이 산발적으로 분포한다.
5.1. 환상암맥과 칼데라 모양
금오산 칼데라 영역 둘레의 총길이가 15.7 km 에 달한
다(Table 1). 이 둘레는 대부분 환상암맥으로 연결되지만,
서측부 단층과 남측부에서 단층으로 대체되므로 북동측
및 남서측 환상암맥으로 나뉜다(Fig. 1).
남서측 환상암맥은 칼데라 서측부에서 남서측으로 호
상으로 연장되며 2.9 km에 달한다. 이는 서측부에서 N20oE
방향으로 약 200 m이던 것이 북쪽으로 가면서 10 m로
좁아지며, 남쪽으로 가면서 N40oW 방향으로 휘어지고
점차 10 m로 얇아진다. 그런데 이 환상암맥은 중간부에
서 서쪽으로 볼록 나와 그 폭이 최대 300 m로 넓어져 큰
플러그 모양을 이룬다.
북동측 환상암맥은 북서측에서 북동측을 거쳐 남동측
으로 12.0 km의 호상으로 길게 연결된다. 맥폭은 북동측
에서 약 450 m로 두껍지만, 북서측과 동측부에서 250 m
내외이고 서측부와 남동측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 서측부와 남측부에서 10 m 이하로 얇아진다. 따라
서 두 환상암맥은 금오산 칼데라의 경계를 확실하게 정
의해준다.
이 환상암맥에서 유상엽리는 다소 불규칙하지만 대체로
주향이 관입접촉부에 평행하고 외측으로 65~88o로 경사지
거나 혹은 거의 수직이다(Fig. 4f). 따라서 이 암맥은 칼데
라 함몰로 생긴 틈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면 이 관입체는 이미 형성된 통로에 주입되는 허용식
관입(permissive intrusion)을 고려해야만 한다. 즉 칼데라
함몰에 따른 지붕의 침하로 마그마챔버에 미치는 압력증
가로 인해 이때 잔류마그마가 함몰로 생긴 고리상 틈인
칼데라-경계 단층을 따라 올라와 채워진 것으로 생각된다.

5.2. 칼데라 면적과 침하심도
칼데라 침하의 전체 부피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애매하다. 침하 전의 지표의 구성과 구조(화
산구조, 이전 칼데라 바닥 등)는 자연 그대로의 젊은 칼
데라에만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칼데라는 분출
중에 함몰이 시작되기 때문에, 칼데라 내부 충전물은 칼
데라 과정에 대한 주요한 증거를 제공하며, 회류응회암
과 이에 협재된 칼데라-벽 슬라이드 각력암은 침하된 영
역 내에 수 km 두께까지 축적된다(Lipman, 1976). 따라
서 침식 칼데라에서 칼데라 내부 응회암과 슬라이드 각
력암의 분포와 용적은 침하의 시기와 기하학적 모양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다.
구미층은 환상암맥을 사이에 두고 칼데라 외부에서만
분포하지 내부에서는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 영암산응회
암과 부상리안산암도 마찬가지로 환상암맥을 사이에 두
고 대부분 칼데라 외부에 분포하지 내부에 거의 산출되
지 않으며, 오로지 후자의 상단이 약간 노출될 뿐이다.
그리고 도선굴유문암과 금오산응회암은 칼데라 내부에만
분포하고 외부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즉 하부 암층
들은 칼데라 외부에 분포하고 상부 암층은 모두 절대적
으로 칼데라 내부에만 분포하므로 상당한 함몰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칼데라 내·외부에서 상·하부 암층
의 현저한 분포차이는 환상암맥의 내부가 큰 낙차로 침
하하였음을 강하게 지시한다.
금오산 칼데라 영역은 환상암맥 및 단층으로 구획되는
거의 타원상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 내에서 가장 짧은
직경은 NWW-SEE 방향으로 3.5 km이고 이에 직각 방향
의 직경은 약 5.6 km이다. 따라서 금오산 칼데라의 면적
은 대략 19.6 km2로 계산된다.
금오산 칼데라의 침하심도는 칼데라 내·외부에 동시에
분포하는 층서단위의 주향과 경사를 이용하여 그 두께를
계산한 뒤, 고도차를 고려하여 구할 수 있다. 이 침하심
도는 북측부에서 약 350 m이지만 남동측에서 약 600 m이다.
이 칼데라에서 분출된 금오산응회암의 용적은 알려진
칼데라의 경계 외측부에 퇴적물이 사실상 없고 광역 침
식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추정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략적인 추정치는 잘 연구된 회류
칼데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가능한데, 단지 칼데라
내부의 충전 회류응회암이 보존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 Wilson, 2001; Lipman, 2007]. 금오산응회암의 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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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내부 용적은 이의 두께와 칼데라 내의 면적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즉 칼데라에 축적된 용적은 면적 19.6 km2
를 금오산응회암의 최고 두께 600 m로 곱하면 11.8 km3
이다. 이는 대체로 외류(outflow)와 같다고 보기 때문에
(Lipman, 1984) 총용적은 약 23.6 km3 정도로 추산된다.
그런데 칼데라 바닥은 내측경사 환상단층(Reynolds,
1956) 또는 기타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Branney, 1995)의
영향으로 인해 침하 중에 자루모양으로 아래로 축 처져
있다. 그러한 칼데라에서 침하심도는 반드시 구조적 경
계로 가면서 감소한다. 따라서 하향자루의 존재는 최대
침하심도로 계산된 칼데라의 침하 부피를 축소시킬 것이
다. 그러므로 금오산 칼데라에서 실제적인 침하심도는 계
산치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
5.3. 비대칭 하향자루
칼데라 외부에서 구미층은 층리가 불규칙하지만 전체
적으로 화산 중심지로 향하여 경사진다. 즉 북동부에선
불규칙하면서도 남서쪽으로 20~57o 범위로 경사지고 남
동부에선 대체로 북서쪽으로 38~40o 경사진다(Fig. 1).
칼데라 내부에서 응회암에서의 용결엽리와 용암에서의
유상엽리를 관찰하면 뚜렷한 사발과 같은 하향자루 형태
를 인지할 수 있다(Fig. 1). 이 주변부에서 주향은 대체로
칼데라 경계선을 따라 평행하며 경사는 15~45o로서 안쪽
으로 경사지는 하향자루 형태를 나타낸다. 반면에 이보
다 더 안쪽의 중심부에서 주향은 다소 불규칙하지만 대
체로 10~20o 내외로 남쪽을 향하여 경사지며 남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다소 완만해진다. 또한 오봉리응회암과 도
선굴유문암이 칼데라 경계선을 따라 평행하게 대상으로
분포한다. 종합하면 이러한 태위와 분포는 대체로 칼데
라의 주변부에서 안쪽으로 향심경사되고 남북으로 향사
축을 가지는 기다란 하향자루 형태를 지시한다. 그리고
이 자루의 향사축은 남쪽으로 경사지는데, 이는 비대칭
함몰구조를 지시한다. 따라서 환상단층과 환상암맥으로
경계를 이루는 칼데라 내부의 하향자루는 경계 단층의
완전한 발달에 앞서 초기 침하동안 하향자루운동을 하였
다는 것을 의미한다(Branney, 1995).
칼데라 내부의 북서측에서는 오봉리응회암이 노출되고
그 기저부까지도 부상리안산암 위에 노출되지만 남동측
에서는 오봉리응회암이 오로지 계곡부에서 국지적으로
노출될 뿐이다. 또한 칼데라 내부에서 금오산응회암의 용
결엽리가 중앙부와 남부에서 남쪽으로 대체적인 축경사
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금오산응회암은 전체적으로 북쪽
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져 600 m 이상의 두께를 나
타낸다. 이는 침하가 모든 곳에서 일어났지만 남측부에
서 더 컸었다는 것을 지시한다.

위의 함몰증거들과 남향 축경사는 금오산 칼데라의 구
조적 블록이 북측부에서보다 남측부에서 더 깊은 심도를
보이는 비대칭 양상을 나타낸다. 이 때문에 금오산 칼데
라는 기하학적으로 비대칭 피스톤 침하 칼데라임을 의미
한다. 이러한 기하학적인 비대칭 양상은 그 원인이 비대
칭 침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함몰후의 비대칭 소생에
의한 것인지는 다음에서 토의한다.

6. 토 의
금오산 칼데라 내부 암석단위의 공간적 관계는 지질도
에서 제시되었고 구조관계는 앞에서 기술되었다. 칼데라
를 경계짓는 환상단층은 환상암맥으로 주입되어 금오산
칼데라의 범위를 한정시켜 준다. 칼데라 영역은 환상암
맥 안쪽으로 3개의 유문암질 암층이 차지하고 있다. 금
오산 칼데라는 위에서 토의한 바와 같이 기하학적으로
비대칭 피스톤 침하 칼데라에 속한다.
6.1. 칼데라 침하 방식
칼데라 침하 유형은 피스톤(판), 하향자루, 뚜껑문, 조
각상 및 깔데기 침하 등의 5개 기하학적 엔드멤버로 제
안되었고(Lipman, 1997), 이에 따라 기재되어왔다(Cole
et al., 2005). 잘 연구된 칼데라들은 이러한 이상적인 엔
드멤버들의 중간 침하과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즉
환상단층 칼데라는 하나 이상의 호상 경계 단층을 포함
하는 복잡한 경계를 가질 수 있으며, 힌지상 하향자루 경
계와 환상단층 모두는 뚜껑문 칼데라 침하에 연관되어있
고, 일부 환상단층 칼데라 내의 바닥은 마그마가 빠르게
분출되는 곳에서 자루화되거나 혹은 단층으로 잘려있다
(Lipman, 1984; Branney, 1995).
일반적으로 칼데라는 가파른 경사의 환상단층에 의해
경계를 이루며, 일관된 바닥의 피스톤 침하에 연관되어
있다고 오랫동안 인식되어왔다(Smith and Bailey, 1968).
이 칼데라들은 천부의 큰 마그마챔버로부터 발생한 대규
모 분출과 연관되어있다. 피스톤 침하는 칼데라 바닥의
직경이 이의 두께를 초과하기 때문에 판 침하(plate
subsid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Lipman, 1997).
대부분의 피스톤 침하 칼데라 내에서, 공급 마그마챔버
위의 침하된 지붕은 회류 분출과 함몰 후의 마그마작용
동안 차별이동으로 인해 다양하게 붕괴될 수도 있지만,
혼란스러운 조각상 침하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환상암맥은 깊이 침식된 피스톤 침하 칼데라에서
환상단층을 주입한 관입체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Reynolds, 1956; Smith and Bailey, 1968).
이러한 환상단층은 록키산맥 남부에서 고신기의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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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Silverton, Mount Aetna와 Grizzly Peak의 칼데라, 홀
로세 Crater Lake 칼데라, 플레이스토세 Kulshan 칼데라
등에서 수km∼수10km 크기로 잘 드러난다(Steven and
Lipman, 1976; Fridrich et al., 1991; Nelson et al., 1994;
Hildreth,1996). 일본에서도 기하학적으로 비교 가능한 많
은 피스톤 침하 칼데라가 제3기 화산 지역에서 지질학적
인 매핑에 의해 환상단층 경계를 찾고 시추에 의해 확인
함으로서 인정되었다(Yamamoto, 1992; Otake et al., 1997).
이탈리아 중부에서 Latera 칼데라도, 함몰후 용암돔의 동
심원상 분포에 기초하여, 환상단층으로 경계되고 일관된
피스톤 침하를 수반한다고 해석되었다(Nappi et al., 1991).
한편 환상암맥은 고기 침식 칼데라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Smith and Bailey, 1968; Yun, 1988; Hwang and Kim,
1992, 1999; Hwang, 1998, 1999, 2002).
금오산 칼데라 영역은 환상암맥 및 단층으로 구획되는
3.5×5.6 km 크기의 타원형 구역을 말한다. 둘레의 총길
이가 15.7 km 에 달하고 면적은 19.6 km2이다(Table 1).
따라서 금오산 칼데라에서도 경계 단층이 거의 대부분
환상암맥을 잘 발달시키고 전체 침하량의 대부분을 수용
하고 있으므로 피스톤 침하 칼데라로 해석된다.
이에 부수적으로 하향자루가 환상단층 및 암맥에 의해
경계된 칼데라 내부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칼데라 바
닥에서 접시모양의 구조는 환상단층을 따라 안쪽 경사에
의해(Reynolds, 1956), 경계 단층의 완전한 발달에 앞서
초기 침하동안 더 광범위한 하향자루운동에 의해(Branney,
1995; Acocella, 2007), 또는 일반적으로 천부의 큰 마그
마챔버 위에서 열적으로 약화된 얇은 지붕의 국부적 침
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환상단층과 환상암맥으로 경
계를 이루는 칼데라 내부에서 하향자루는 양산 칼데라와
구암산 칼데라 (Hwang, 1999, 2002) 등에서도 기록되어
있다.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금오산 칼데라에서 수집된
지질학적 자료는 전형적인 피스톤식 구조 위에 중첩되는
하향자루 구조를 드러낸다(Lipman, 1997; Cole et al.,
2005).
6.2. 침하 과정
구미분지에서 1차 화산작용은 약 75.3 Ma 전에 분지
남부에서 안산산암질 내지 데사이트질 마그마로부터 폭
발성 분출이 시작되고 분류성 분출로 전환되었다(Fig. 5a).
그리고 2차 화산작용은 약 74.7 Ma 전에 분지 중앙부에
서 유문암질 마그마로부터 폭발성 분출이 일어나 분류성
분출로 바뀌었다(Fig. 5b). 3차 화산작용은 같은 지역에
서 74.2 Ma 전에 유문암질 마그마로부터 대규모 폭발성
분출이 여러 차례 일어나 환상단열을 일으키고(Fig. 5c)
결국 금오산 칼데라 함몰을 발생시켰다(Fig. 5d).

Fig. 5. Schematic sections showing the evolution of the Geumosan
caldera. (a) First eruptions of pyroclastic flows and lavas from
andesitic magma in the southern Gumi basin; (b) Second
eruptions of pyroclastic flows and lavas from rhyolitic magma
in the central Gumi basin; (c) Third eruptions of voluminous
pyroclastic flows many times, followed by ring fractures in the
same area; (d) Caldera collapse along the ring fractures and
downsagging around them; (e) Magma injection along the ring
faults; (f) Current surface exposed by e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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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데라 함몰에 관련된 암층은 화쇄류 형성 분출에 의
한 금오산응회암이다. 이때의 마그마 분출은 마그마챔버
의 압력을 점차 감소시키며, 마그마챔버 내의 감압
(underpressure)이 지붕 암석의 강도를 초과할 때 함몰이
일어난다. 금오산 지역에서 폭발성 분출로 마그마가 충
분하게 제거되면 챔버의 지붕이 갑자기 함몰됨으로서 침
하에 따라 금오산 칼데라가 형성되었다(Fig. 5d). 함몰은
하향자루운동과 환상단층운동이 결합된 방법에 의해 형
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침하는 하향자루운동에
뒤따라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을 것이고, 이와 함께 외측
경사 혹은 거의 수직으로 발달하는 환상단층을 따라 진
행되었을 것이다(Fig. 5c). 환상단층을 야기할 수 있는 가
능한 기구는 마그마 상승으로 인한 지붕의 붕괴와 마그
마챔버의 파열 등이 포함될 것이다.
칼데라 함몰을 유도하는 일반적인 원인은 잘 이해되지
만, 칼데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별로 검토되지 않았
고 아마도 여러 칼데라 유형 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Walker, 1984; Branney, 1995; Lipman, 1997).
칼데라의 함몰 방식은 새로운 화도의 개시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칼데라 형성 분출의 방출률과 역학에 중대
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경우에서 큰 부
피의 회류응회암은 환상열극을 따르는 분출에 의한 것으
로 제안되어 왔다(Druitt and Bacon, 1986; Hildreth and
Mahood, 1986). 이들 경우에서 환상열극은 마그마의 주
요 화도로서 역할하는 경우가 많았다(Walker, 1984). 또
한 칼데라에 관련된 여러 회류응회암 중의 일부는 중앙
화구 분출에 의한 산물로 해석된 예도 있다(Walker, 1984;
Aramaki, 1984; Suzuki-Kamata and Kamata, 1990). 따라
서 이는 아마도 칼데라 침하가 반드시 마그마의 화도로
서 환상열극의 역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초기 분출은 중앙화구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함몰이
본격적일 때 환상단열이 뒤따른다는 것은 여러 칼데라에서
이미 주장된 바 있다(Bacon, 1983; Hildreth and Mahood,
1986; Self et al., 1986, Hwang et al., 1997; Hwang, 2002).
금오산응회암의 중부 비용결대에서 암편이 풍부한 화쇄
류상은 흔히 방출률과 암편 함량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이는 새로운 화도의 개시 혹은 기존화도의 확대로 인해
대규모 모암의 빠른 침식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
면 금오산 칼데라는 초기 중앙화구에서 후기 환상열극화
구로의 화구 이동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한다면, 이 침식은 다른 화도의 개시보다도
차라리 기존화도의 확대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칼데라의 환상단층은 안으로 혹은 밖으로 경사지고 혹
은 수직일 수도 있다(Marti et al., 1994; Branney, 1995;
Lipman, 1997; Gudmundsson, 1998). 내측경사 열극은 지

붕 함몰 시에 닫히게 되기 때문에 마그마 화도로서 열극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침식이 요구되고 분출시
에 한때 화쇄류 속에 더 많은 암편 함량을 초래할 수밖
에 없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외측경사 열극은 지붕이 침
하될 때 화도침식 없이도 점차 열리게 된다. 외측경사에
서 화도는 지붕이 침하하는 동안 암편 침식 없이 점차
넓어진다면, 이는 화쇄류분출 동안에 점차 방출률 증가
를 초래하고 회류응회암에서 체계적인 역점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근거하면 금오산 칼데라에서 환상암맥
은 대체로 외측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환상열극 화
구로의 전이를 배제할 순 없는 것 같다. 이 외측경사 환
상열극는 칼데라블록이 침하될 동안에 암편 침식 없이도
점차 넓어질 것이며, 이때 분출은 점차 방출률 증가를 초
래하고 회류응회암에서 체계적인 역점이를 초래할 수 있
기 때문이다.
6.3. 환상암맥의 정치
칼데라함몰을 일으켰던 분출활동은 이후 마그마공급이
정지될 정도로 고갈되지 않고 칼데라후의 작은 마그마활
동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 마그마챔버에 마그마가 풍부
하게 잔류되어 있었다. 대규모 분출로 인한 지붕의 침하
는 챔버의 상단에서의 정암압(lithostatic pressure)을 복구
하게 될 것이다. 이 마그마는 부력의 원인이 되는 마그
마 과압(overpressure)으로 인하여 환상단층 속으로 주입
이 일어나는데(Fig. 5e), 이 주입은 화도 침식 없이도 암
맥을 형성하게 된다(Gudmundsson et al., 1999). 그러나
한번 화도에 주입되면 마그마의 높은 속도와 점성이 화
도 내에 큰 마찰력을 감소시키게 된다(Papale, 1998). 이
는 마그마 압력이 화도의 대부분에 걸쳐서 정암압보다
더 작은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마그마의 과압은 화도가
열려 있게 놓아두지 않고 침식이 일어나게 하지도 않는
다. 화도에서 감압은 실제로 화도의 침식을 촉진되게 한
다(Macedonio et al., 1994).
금오산 칼데라에서 환상단층도 역시 외측 혹은 수직으
로 경사졌을 것으로 밝혀졌다. 즉 환상암맥이 전 둘레에
걸쳐 거의 대부분 형성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유상엽리
가 대부분 수직 혹은 바깥으로 급경사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외측경사는 맥폭이 대체로 200~450 m로 넓어진 원
인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열극의 폭은 하향자루운동으
로 넓어질 뿐만 아니라 외측경사 환상단층에서 지붕이
깊게 내려앉을수록 넓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오산 칼데라에서 암맥들의 위치와 모양에 의
하면 이들의 정치는 외측경사 환상단층에 의해 지배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즉 칼데라 함몰후에 환상단층을 따라
유문암질 마그마가 관입되었다(Fig. 5e). 이후 챔버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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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마가 비대칭 상승에 의해 지붕의 북변부가 동시에 상
승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칼데라 블록은 이에 따른
침하심도의 수정으로 인하여 비대칭 구조를 이루게 되었
다. 즉 북변부에서 350 m인데 비하여 남변부에서 600 m
를 이루는 침하심도의 비대칭은 마지막 마그마 상승에
따라 수정된 것이다.
환상암맥의 정치는 일반적으로 칼데라 내부와 함께 환
상단층에서 일어났던 함몰후 마그마활동의 표시이다(Smith
and Bailey, 1968). 따라서 칼데라형성 분출에 관련되는
환상암맥은 조성상으로 회류응회암과 같을 것이다. 그래
서 금오산 칼데라에서 이들의 관계와 조성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금오산응회암의 회류응회암과 환상암맥 간
에 성인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지시한다. 즉 금오산 칼데
라의 환상암맥은 이 칼데라 윤회에 시공간적으로 밀접히
조합되어 있는 마그마활동의 산물이며 아마도 침식 삭박
으로 없어진 화산도움들의 뿌리부분에 해당된다.

7. 결 론
구미분지는 백악기의 구미층 퇴적암류와 금오산화산암
류로 구성된다. 금오산화산암류는 하부 안산암질암류, 상
부 유문암질암류, 관입암류로 구분된다. 안산암질암류는
하부 영암산응회암과 상부 부상리안산암으로 구성되고,
유문암질암류는 하부 오봉리응회암, 중부 도선굴유문암
과 상부 금오산응회암으로 구성된다. 관입암류는 환상암
맥과 직선상 암맥으로 구분된다.
금오산응회암은 거의 대부분 회류응회암으로 구성되며
환상암맥과 함께 금오산 칼데라와 연관되어있다. 금오산
칼데라는 회류응회암-칼데라-환상암맥으로 연결되는 하
나의 칼데라 윤회를 나타낸다.
칼데라의 크기는 3.5×5.6 km이고 면적은 대략 19.6 km2
로서 환상암맥과 단층으로 둘러싸인다. 칼데라 내부 화
산암층은 유상 및 용결엽리가 대체로 칼데라 연변부에서
안쪽으로 경사되는 하향자루 형태를 나타낸다. 칼데라 블
록은 북변부에서 350 m, 남변부에서 600 m 내려앉은 비
대칭 침하를 나타낸다.
이 자료들에 의하면 금오산 칼데라는 하나의 칼데라윤
회를 따르는 기하학으로 비대칭 피스톤 침하 칼데라로
분류된다. 즉 챔버로부터 마그마의 대규모 분출에 뒤따
라 외측경사 환상단층으로 경계되는 칼데라 블록의 피스
톤 침하를 반영한다. 칼데라 블록에서 하향자루는 경계
단층의 완전한 발달과 동시에 초기 침하동안 하양자루운
동을 의미한다. 이 운동에 따라 벌어진 환상열극은 침하
에 따른 마그마 과압으로 인해 환상암맥을 주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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