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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조사 개요
 가. 조  사  명 : 수성구 내 중생대 화석산지 연구
 나. 조사 위치 : 대구시 수성구 매호천, 욱수천, 무학산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다. 조사 대상 : 수성구 내 중생대 화석산지(매호천, 욱수천, 무학산 화석산지)
 라. 조사 기간 : 2022년 1월 26일 ~ 2022년 7월 24일
 마. 조사의뢰기관 : 대구시 수성구
 바. 조사기관 : (사)한국지구과학회
 사. 조사단 구성

◇ 책임연구원 : 김 경 수(진주교대부설 한국지질연구소장, 진주교대 교수)
◇ 연  구  원 : 김 태 완(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청구고등학교 교사)
◇ 연구보조원 : 조 권 래(진주교육대학교부설 한국지질연구소 연구원)
◇ 자 문 위 원 : 장윤득(경북대학교 교수, 대구시 문화재위원)

좌용주(경상국립대학교 교수, 경상남도 문화재위원)

2. 조사 경위 및 목적
2002년 욱수천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수성구 지역 내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매호

천, 무학산 등에서 다양한 화석의 발견이 보고되었으나, 체계적인 학술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과업을 통해 수성구 내 백악기 화석산지에 대한 지질학적 학술 가치를 규명하
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존과 차후 관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교육,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조사 방법
· 문헌 조사
· 화석산지의 퇴적 환경 조사 및 주상도 작성
· 화석의 분포 조사 및 분포도 작성
· 공룡발자국 화석의 3D 스캔 및 드론 영상 촬영
· 화석산지의 학술적 가치 분석 
· 화석산지의 활용 및 보존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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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경북지역의 남단부에 위치한다. 경북지역과는 다소 불규칙하게 굴곡진 경
계선을 이루며 전체적으로 북서보다 북동 방향으로 길게 발달하고 타원형에 가까운 분포
를 이룬다.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동쪽으로는 경상북도 경산시, 북쪽으로는 대구광역시 동
구, 서쪽으로는 대구광역시 중구·남구, 남쪽으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접해 있다. 동경 
128°35´ ~ 128°43´, 북위 35°48´ ~ 35°87´에 위치한다. 면적은 76.46 ㎢이고, 인구는 
414,917명(2022년 6월 현재)이다. 행정구역으로는 23개 행정동(26개 법정동)이 있으며, 
구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다.

그림 1. 수성구의 위치 및 지형. 

남쪽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남부 산지는 신천을 경계로 서쪽으로 비슬산괴(琵瑟山塊)
와 연결되어 있다. 용제봉(634 m)을 주봉으로 산성산(山城山, 653 m), 용지봉(龍池峰, 6
29 m), 대덕산(大德山, 598 m), 병풍산(屛風山, 576 m), 성암산(聖岩山, 469 m) 등으로 
이어지는 용제산괴(龍祭山塊)가 남쪽 지역을 둘러싸고 있다. 북쪽 지역은 완만한 지형면
과 형제봉(190 m), 모봉(150 m), 두리봉(217 m), 고산(92 m) 등의 구릉지들로 이루어져 
남고 북저의 지형이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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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新川)에서 남부 정류장까지는 신천(新川)의 범람으로 인해 형성된 충적평야가 도
심지를 이루고 있고, 남부 정류장을 지나 시지동까지는 해발고도 100 ~ 200 m 전후의 구
릉지들이 분포하고 있다. 시지동에서는 대덕산의 곡구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넓고 평탄한 
선상지 지형면이 펼쳐져 있다.

동에서 서로 흐르는 금호강(琴湖江)이 동구와 경계를 이룬다. 하천은 대부분 남쪽의 높
은 산지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는 소규모 지류 하천이며, 금호강과 합류한다. 욱수
천은 병풍산 북쪽 사면에서 발원하여 북동 방향으로 흘러 욱수동을 거쳐 신매동을 지나 
북동으로 흘러서 남천에 합류한다. 매호천은 수성구 삼덕동 당현지에서 발원해 월드컵삼
거리에서 시지동과 매호동 일대의 아파트단지를 거쳐 남천으로 합류한다. 범어천은 범물
동 병풍산 진밭골에서 발원해 황금동을 지나 범어1동을 거쳐 신천과 합류하며, 일부 구
간이 생태 하천으로 복원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구간이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된다. 수성
못을 비롯해서 마산지, 대덕지, 당고개지, 구름지, 지산못, 내지, 담티못, 서당지, 연지못, 
봉천지, 연호지, 연호내지, 원당지, 골안못, 외지, 대진지, 자매지, 구천지, 서성지, 계전지, 녹
안지, 독인지, 망월지 건천지, 망월지, 당현지 등 크고 작은 저수지가 분포하고 있다(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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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질환경 개관

1. 지체구조 및 분지 발달사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지역의 남단부에 위치하며, 한반도 지체구조에 있어 한반도 동남

부의 경상 분지에 속해 있다(김옥준, 197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1; 그림 2). 경상분
지는 영양소분지, 의성소분지, 밀양소분지로 다시 나뉘며, 조사 지역인 대구시 수성구는 
밀양소분지에 해당한다. 이에 경상 분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그림 2. 한반도 남부의 지체구조와 경상 분지의 지질도(한국지질자원연구원(2001)의 한국지체구
도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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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분지 발달 초기 ～ 중기에는 이자나기판(Izanagi plate)이 북서쪽으로 이동하여 유
라시아 대륙의 동편에 위치한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해구에서 대륙판 아래로 비스듬하
게 섭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개의 소규모 좌수향 인리형 분지가 발달하였다. 이후 9
천만 년 전 ~ 8천만 년 전 경에 쿨라-태평양 해령(Kula-Pacific Ridge)이 섭입대에 도
달한 결과 약 8천5백만 년 전부터 백악기 말까지는 해구에 직각으로 섭입하게 되었다. 
약 8천5백만 년 전 이후 후퇴성 정단층 작용(back normal faulting)에 의해 대규모 분지
로 발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후퇴성 정단층 작용은 전체적인 압축성 조구조 운동 환경
에서, 호(arc)의 지표 근처에서만 발생하는 부분적인 신장 구조 운동에 기인된 것으로 해
석되며, 경상 분지도 이에 해당된다(Choi, 1986).

경상 분지는 남북 방향인 장축이 200 km, 동서 단축이 120 km, 총면적이 24,000 ㎢에 
달한다(그림 3). 경상 분지의 서쪽과 북쪽에서는 경상누층군이 선캄브리아기 변성 퇴적
암류와 쥐라기 말 화강암류 위에 놓여있는 부정합 관계를 가지며, 동 · 남부는 백악기 말
의 화성 활동과 단층 작용으로 심하게 교란되어 있다. 이를 부정합으로 마이오세 퇴적층
이 놓이거나 백악기 암석이 동해 및 남해의 해저로 계속 발달되어 있다. 경상 분지는 암
상 및 지구조에 의해 몇 개의 소분지로 구분된다. 분지 서쪽의 낙동 곡분, 분지 북쪽의 
영양 소분지, 분지 중부의 의성(도평) 소분지, 그리고 분지 남쪽 팔공산 남쪽 지역에 발
달하는 밀양(유천 또는 진주) 소분지로 나누어진다.

그림 3. 한반도의 백악기 육성 퇴적 분지 분포와 조구조 환경(Chough and Sohn, 2010).

경상 분지의 층서는 Chang(1975)에 의해 암상(화산 물질의 함유 여부, 퇴적 환경, 암
색, 열쇠층)을 기초로 아래로부터 신동층군, 하양층군, 유천층군의 세 층군 분류가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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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분류에 따르면 신동층군은 비화산쇄설성 퇴적물, 하양층군은 비화산쇄설성 및 
화산쇄설성 퇴적물, 유천층군은 화산암류로 구분된다(표 1; 그림 3과 4). 
표 1. 경상누층군의 암층서 분류(after Chang, 1975, 1977; Choi, 1986; Chang, 1988; Chang et al., 1990, 
2003).

그림 4. 경상 분지의 지질도(Chough and Sohn, 2010).



대구 수성구 중생대 화석산지 연구용역

- 7 -

신동층군, 하양층군, 유천층군을 합쳐 경상누층군이라고 하며, 퇴적 시기는 백악기로 
알려져 있다. 또한 Chang(1975)은 하양층군 퇴적 시 성장 단층의 발달 결과, 지역에 따
라 암상과 암석 층서가 상이한 것에 근거하여 경상 분지를 낙동 곡분, 밀양 소분지, 의성 
소분지, 영양 소분지로 나누었다. 주로 역암, 사암, 셰일 및 이암 등의 쇄설성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육성 쇄설성 환경을 대표하는 충적 선상지, 하성 평원 및 호수 등의 퇴적
상들이 뚜렷하게 발달되며 층의 두께는 약 8,000 ～ 10,000 m에 달한다.

신동층군은 분지 서측에 위치하는 낙동 곡분에 퇴적된 지층으로 암색을 근거로 세분하
면 하부로부터 낙동층, 하산동층, 진주층으로 나뉜다. 그 상위는 밀양 소분지와 의성 소
분지에서 정합적으로 하양층군에 의해 덮인다. 신동층군의 두께는 2,000 ~ 3,000 m에 달
하며, 규질쇄설성 퇴적물과 실체 화석이 많이 산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암상은 주로 역
암, 사암, 적색-암회색의 셰일 그리고 이회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5. 밀양(진주 또는 유천) 소분지 신동층군과 하양층군의 층서 및 퇴적 환경(Chough and Sohn, 2010).

하양층군은 진주층 상위의 적색층을 하한으로 하며, 유천층군에 의해 부정합으로 덮여
있다. 밀양 소분지에서의 하양층군은 하부로부터 칠곡층, 신라역암층, 함안층, 진동층으로 
분류된다(그림 5와 6). 하지만 대구 지역에서는 진동층이 다시 세분되어 반야월층, 송내
동층, 채약산화산암층, 건천리층으로 나뉜다. 의성 소분지와 영양 소분지의 하양층군은 
표 1과 같이 밀양 소분지와 지층명에 있어 다르게 세분되고 있다. 하양층군의 두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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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5,000 m이며, 녹색 셰일, 적색 사암, 응회질 사암, 역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쇄설성 퇴적암들은 주로 화강암류의 관입에 의해 혼펠스화되어 있다. 그리고 하양층군의 
퇴적 시 화산 활동에 의한 학봉현무암과 채약산알칼리현무암이 하양층군의 상부에 해당
하며, 백악기 화산 활동의 초기를 나타낸다.

유천층군은 경상누층군의 최상위 층군으로 주로 안산암과 산성 화산암류로 이루어져 
있다. 하양층군의 상위에 대체로 경사 부정합 관계를 가지며 덮고 있다(장기홍, 1977). 
유천층군은 주로 주사산안산암류와 운문사산성화산암류로 이루어지는데, 두께는 2,000 ~
3,000 m 정도이며 백악기 화산 활동의 절정기에 해당한다. 유천층군의 하부는 주사산안
산암류로 주로 안산암과 화성 쇄설암이고, 상부는 운문사산성화산암류로 주로 데사이트
와 유문암질용결응회암이 우세하다(그림 5).

그림 6. 경상누층군 지층 구분(chang, 1977).

 2. 조사 지역의 지질
대구광역시 지역은 모두 12개의 구성암류가 발달하며, 경상누층군과 충적층인 제4기 

암류의 지질시대로 구분될 수 있다(윤현수 외, 2010). 백악기 암류에는 경상누층군과 불
국사 관입암류가 이에 해당된다(김동학 외, 1998). 불국사 관입암류는 각섬석화강암, 흑
운모화강과 산성암맥으로 구성되며, 10.37%의 분포율을 이룬다. 경상누층군은 75.6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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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한다. 신동층군은 6.72%의 분포율을 이루고 있고, 대구의 서부인 달성군에 주로 분
포한다. 유천층군은 안산암 및 안산암질 응회암으로 구성되며, 대구지역에서 37.4%가 이 
암층에 해당된다. 하양층군은 32.02%가 분포된다. 충적층인 제4기 암석류는 11.39%가 
분포하며, 조사지역인 수성구의 금호강변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화석산지가 분포하는 조사 지역은 밀양소분지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하양층군에 해당하
는 사암, 이암, 역암 등의 퇴적층이 분포하며, 이들은 하부로부터 칠곡층, 신라역암, 함안
층, 진동층으로 분류된다(장기홍, 1977; 그림 7). 

그림 7. 화석산지 일대 지질도(한국지질자원연구원, 1:250,000).

칠곡층: 칠곡층의 두께는 약 600 m 내외로 일정하다. 하한은 최하위 자(적)색 층준이
며, 상한은 신라역암층의 직하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퇴적주상은 역암, 
역질사암, 사암(수 m 두께)과 자(적)색의 이암과 실트암이 교호하며, 거의 모
든 암종에 폭발기원 및 침식기원의 화산 퇴적물(volcanic clast)을 함유한다. 
비화산기원암 역들이 화산기원암 역들보다 원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대한지
질학회, 1999).

신라역암층: 남해안으로부터 대구 지역까지 250 m 내외의 두께를 유지하며, 상한은 사
암이 주를 이루는 함안층 하부로 점이한다. 이 층은 주로 사층리 및 평탄층
리로 구성된 역암 및 역질 사암이 주를 이루지만 자(적)색 이암층들이 협재
된다. 역들은 화산암 및 비화산기원암을 모두 포함하며, 사암과 이암에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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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원 퇴적물이 많이 함유된다. 이암 중에는 석회질 단괴와 생흔 화석, 연
흔, 건열 등이 발달된다(대한지질학회, 1999). 

함안층: 층의 두께는 진주지역에서 1,300 m이고, 남지지역에서 1,400 m이다. 하한은 신
라역암층이 끝나는 층준이며, 상한은 진동층의 암회색 이암이 시작되는 층준이
다. 최하부를 제외하고는 두꺼운 사암이나, 역암을 포함하지 않는 자(적)색 이
암의 연속이다. 이암은 세립/이막(mud-drape) 단위층들의 연속인 경우가 많
다. 세립질 사암은 사층리를 포함하고, 이막면은 연흔, 건열, 생흔 등으로 특정 
지워진다. 드물게는 5 ~ 15 cm 두께의 연속성이 극히 좋은 응회암층(ash-fall 
기원)들이 협재된다(대한지질학회, 1999). 

진동층: 층의 두께는 2,400 m 이상이며, 함안층의 최상위 자(적)색층 직상위를 하한으
로 하고 유천층군과의 부정합 또는 관입 접촉면을 상한으로 한다. 주로 mm 두
께의 엽리를 가진 세립질 사암(실트암)/점토암 커프릿(claystone couplet)의 
연속이다. 기출구조, 건열 등이 발달되며, 심성암체 주위에서 혼펠스화 되어 있
다(대한지질학회, 1999). 

경산도폭에서 진동층은 하부로부터 반야월층, 송내동층, 채약산층(채약산분암층), 건천
리층(자인층)으로 쪼개어 구분하기도 하나, 경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을 이
유로 진동층으로 구분하지 않기도 한다. 예컨대 건천리층과 반야월층의 구분은 자연적인 
경계가 아니라 인위적임을 이유로 들고 있다(Chang, 1997).

반야월층: 두께는 약 900 m 내외로 추정된다. 하부는 함안층과 점이하고 상부는 송내
동층원과 경계를 가진다. 경북 경산시, 고산면, 대구시 일대에 넓게 분포한다. 
담록색 셰일과 이암으로 구성되며, 지층 전반의 암상은 균질하다. 안산암과 접
촉부에 혼펠스화가 되어 있다(김정환, 2005, 한국의 지층).

송내동층: 두께는 약 800 m 이다. 송내동 일대에 분포하며 하부에 반야월층, 상부의 건
천리층(자인층, 진동층 부정합)과 점이한다. 암회색 및 적색 실트질 셰일로 구
성되며, 하부는 사질이다. 석회질 혹은 이회질 개층들이 함유되어 있다(Chang, 
1975).

채약산층: 두께는 약 200~500 m 내외로 추정된다. 상부는 건층리층과 점이하고 하부
는 송내동층원과 경계를 가지며, 채약산층과 그 위에 퇴적된 건천리층은 흔히 
단층으로 접촉되어 있다. 채약산층의 화산암류가 관입암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은 주장이 있다. 채약산층 이하의 일부 지층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자인층으
로 해석되기도 하였다(Cha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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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천리층(자인층): 두께는 800 m이다. 영천시 서면, 북안면, 대구시 월성, 청도군 운운
면 일대에 넓게 분포한다. 암회색 이암, 셰일 및 사암의 호층으로 구성되며, 기
저에 얇은 역암층이 있다. 모량 지역에서는 흑색, 녹회색 셰일과 혼펠스로 구
성된다. 소규모의 연흔과 석회질 단괴가 포함되어 있다(김정환, 2005; 한국의 
지층, 2005).

1:50,000 경산도폭에 의하면 조사 지역인 매호천 화석산지와 욱수천 화석산지는 건천
리층에 속한다. 무학산 화석산지는 반야월층에 속한다(그림 7과 8 비교). 하지만, 조사 
지역에서 건천리층과 반야월층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자연적 암석층이 존재하지 않으
며, 1:50,000 경산도폭과 1:250,000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최근 지질도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가장 최근의 연구물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의 1:250,000 지질도상 표기인 진동층을 사용한다(그림 7). 

그림 8. 화석산지 일대 지질도(경산도폭, 197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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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대구시 수성구 화석산지 현황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76.54 ㎢의 면적에 416,694명이 밀집되어 사는 도심 지역으로 세
계적으로도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에서 화석산지가 확인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수성구의 
화석산지는 도심지 자연하천에 드러난 노두 2곳 및 등산로의 자연계곡 드러난 노두 1곳
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고, 담티고개 도로공사 중 절취사면에서 패갑류 화석
이 발견되어 중생대 백악기 화석이 발견된 곳은 모두 5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16; 표 2). 다만, 수성구 이천동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공룡 발자국 화석은 
하천 정비 공사 중 파손된 기록은 있으나, 시기나 위치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다. 수성
구 지역의 화석산지에 대한 연구는 발견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견을 보고하는 정도에 그
치고 있다.

5곳의 백악기 화석산지 중 담티고개 패갑류 화석산지와 이천동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서술하고, 욱수천, 매호천, 무학산 화석산지는 본 연구의 대상이
기 때문에 별도로 상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그림 9. 수성구 화석산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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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산지명 위치(주소) 지층명  산출화석 참고문헌

1 욱수천 공룡 발자
국 화석산지

욱수1교~욱수교(욱
수1교에서 욱수교 
방향 5m 지점)

진동층 용각류 발자
국 화석

박두광, 임성규, 
2002

2 매호천 공룡 발자
국 화석산지

시지1교~시지2교
(시지1교에서 시지
2교 방향 500m 
구간 내)

진동층

수각류, 용각
류, 조각류, 2
족보행 악어 
발자국, 속세
류 화석 

김태완, 2012

3 무학산 공룡 발자
국 화석산지

수성구 지산동 산 
67-1번지 일원 진동층 용각류 발자

국 화석 김태완, 2012

4 담티고개 에스테
리아 화석산지

만촌동 담티고개
(대륜고 인근) 진동층 패갑류 화석 윤철수외 2, 200

3
5 수성구 이천동 불명확 - 용각류 영남일보, 2013

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석산지 현황 

1. 수성구 담티고개 패갑류 화석산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담티고개(대륜고 인근 도로 철취사면)
◈ 지질 시대 및 지층 : 중생대 백악기 경상누층군 하양층군 진동층
◈ 현황 및 내용 : 담티고개 도로확장공사 절취사면에서 패갑류 화석이 대규모로 발견되었

다(2009. 매일신문). 절취사면의 녹화 및 보강공사가 이뤄진 관계로 현재는 화석층의 확인이 
어렵다. 이 산지는 한국화석회 월례회 답사 중 발견되었다(윤철수 외, 2003).

그림 10. 담티고개 패갑류 화석산지(윤철수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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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담티고개 화석산지에서 확인된 패갑류(윤철수 외, 2003).

2. 수성구 이천동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 지질 시대 및 지층 : 중생대 백악기 경상누층군 하양층군
◈ 현황 및 내용 : 자연하천의 노출된 노두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위치

는 확인되지 않으며, 하천공사 중 소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영남일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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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룡 발자국 화석 연구 방법

화석이란 생물의 유해가 화석화되어 보존되는 체화석(body fossil)과 생물이 살아가면
서 남긴 여러 흔적들이 화석화되어 보존되는 생흔 화석(trace fossil)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공룡 발자국 화석은 생물이 살아가면서 남긴 흔적에 해당하므로 생흔 화석
이라고 한다. 

생흔 화석 중 공룡이 걷거나 뛰면서 만들어지는 공룡의 발자국 화석은 뼈 화석 못지
않게 공룡을 알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공룡 발자국 화석은 공룡의 보행 자세, 보행 
능력, 행동 습성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골격 화석만으로는 행동 양식을 정
확히 알 수 없고, 골격의 형태로 유추한다. 그러나 발자국으로 이루어진 보행렬은 공룡의 
생태학적 모습을 재현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다(허민 외, 2001).

공룡 발자국 화석을 관찰할 때에는 개별 발자국이 갖는 특징을 파악하여야 하고, 발자
국 길이와 폭, 길이/폭의 비율, 발가락의 모양, 뒷발가락(hallux)의 유무, 발톱 자국, 뒷꿈
치 자국(heel mark), 발가락의 수, 크기, 형태, 배열, 보행렬 패턴, 보행폭 등을 바탕으로 
분류학적으로 기술한다. 

1. 공룡 발자국의 형태 및 특징
가. 발가락의 수(Number of digits)  

대부분의 공룡 발자국들은 3개의 발가락 형태를 보이며(tridactyl) 일부는 4개
(tetradactyl), 또는 5개(pentadactyl)의 발가락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드물게 2개
(didactyl) 또는 1개(monodactyl)의 발가락만을 갖는 발자국이 발견되기도 한다
(Thulborn, 1990).

1) 5개의 발가락이 있는 발자국(pentadactyl): 각 발가락에 로마숫자를 붙여 표현하며, 
발가락 Ⅰ은 가장 안쪽에 있는 발가락(innermost or medial digits), 발가락 Ⅴ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발가락(outermost or lateral digits)을 말한다. 뒷발의 발가락 
Ⅰ은 인간의 엄지 발가락, 앞발의 발가락 Ⅰ은 인간의 엄지 손가락에 해당한다
(Thulborn, 1990).

2) 4개의 발가락이 있는 발자국(tetradactyl): 이들은 발가락 Ⅰ부터 발가락 Ⅳ로 구성
되며, 발가락 Ⅴ를 가지고 있지 않다(Thulborn, 1990).

3) 3개의 발가락이 있는 발자국(tridactyl): 이들은 엄지 손가락/발가락에 해당하는 발
가락 I이 없으며, 발가락 Ⅱ, Ⅲ, Ⅳ로 구성되어 있다(Thulbor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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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발자국 내 발가락의 번호 지정 방법(Thulborn, 1990).

나. 발가락의 크기(Size of digits) 
보통 공룡 발자국 화석에서 발가락 Ⅲ이 가장 큰 경우(발가락 Ⅲ, 발가락 Ⅱ와 Ⅳ, 발

가락 Ⅰ과 Ⅴ순)를 mesazonic이라고 표현하며, 가장 긴 발가락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발
가락(Ⅳ, Ⅴ)이면 ectazonic, 가장 긴 발가락이 가장 안쪽에 있는 발가락(Ⅰ, Ⅱ)이라면 
entazonic이라고 기술한다(Thulborn, 1990). 

다. 발가락의 모양(Arrangement of digits)
발가락 중 하나가 다른 두 개보다 더 넓게 벌어지는 것을 opposed digit이라고 지칭한

다. 뒷발에서 opposed digit은 발가락 Ⅰ, 앞발에서 opposed digit은 발가락 V이다. 발가
락 사이의 각도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발가락 사잇각(interdigital angle)을 측정한다
(Thulbor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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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바닥(Metapodium)
대부분의 조류형 공룡(bird-like dinosaur)은 주로 발가락을 이용하여 걷는 지행성

(digitigrade) 보행을 한다(그림 13; Thulbron, 1990). 

마. 발가락 사이 물갈퀴(Interdigital webs)
해부학적 용어로 발가락을 연결하는 판 형태의 살을 의미하며 공룡 발자국에서는 드물

게 나타난다(Thulborn, 1990). 

2. 공룡 다리의 구조 및 보행
공룡은 걷기와 달리기에 능숙했다. 포유류인 코끼리, 조류인 타조는 공룡처럼 넓적다

리(thighs)와 상박(upper arms)이 몸통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뻗어있고, 뒷무릎과 앞무릎
이 수직으로 뻗는다. 코끼리는 무거운 몸임에도 달리거나 걷기에 능숙하고, 타조는 가장 
빠른 동물에 속한다. 이런 다리의 구조와 특징은 공룡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이에 반
해 파충류인 이구아나는 넓적다리와 상박이 몸통에서 옆으로 뻗어 나와 무릎과 팔꿈치가 
직각으로 구부러진 자세를 가지고 있다. 악어는 넓적다리와 상박이 아래로 비스듬히 구
부러져 무릎과 팔꿈치가 약간 구부러지는 자세를 갖는다. 이 때문에 두 동물은 앞무릎과 
뒷무릎이 구부러져 있어 엉거주춤한 자세로 땅을 짚으며, 꼬리를 땅바닥에 끌며 이동하
는 보행을 하게 된다. 만약에 목 긴 공룡이 악어나 이구아나와 같은 보행 자세를 가졌다
면 몸의 무게조차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며, 뒷발에 힘을 주어 육중한 몸을 지탱하여 일
어설 수도 없었을 것이다. 또, 다리의 상반부에 있는 공 모양의 관절뼈는 골반뼈에 단단
히 맞물려 있어 큰 힘을 받기에 적합해서 달리기에 적합했다. 다리 하반부 두 개의 뼈 
중에서 종아리뼈가 바깥에 위치하면서 정강이뼈보다 훨씬 가늘며, 다리 관절이 모자이크 
모양의 조그만 뼈들을 관통하고 두 개의 발목뼈가 기능적으로 다리 하부를 형성하는 것
도 공룡이 달리는 데 적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Currie and Koppelhus, 1996).

2족 보행 공룡은 발가락을 이용해 걷는 자세(digitigrade)에 알맞도록 척골(metatarsal)
이 들어 올려져 있는 현생 조류도 이와 같은 특성을 보이며, 조류의 조상으로 알려진 코
엘루로사우루스류(coelurosaur)도 같은 특징을 보인다. 공룡이 발가락을 이용해 걷는 자
세는 척골이 다리 길이에 더해져 전체 다리의 길이를 증가시키며, 이에 따라 공룡이 무
게 중심을 들어올려 달리기에 있어서 더욱 좋은 조건을 가진다(그림 20). 이와 유사한 
예로써 운동 선수가 달리거나 점프할 때, 발가락을 이용해 몸을 밀어 올려 도약력을 올
리는 원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Lockley,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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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보행 자세와 관련된 발자국의 모양(Thulborn, 1990). (a) 일반적인 지행성 보행

(Normal digitigrade posture), (b) 올라간 지행성 보행(Elevated digitigrade posture), (c) 척

행성 보행(Plantigrade or flat-footed posture)

3. 보행 능력에 관한 연구 방법
공룡 발자국 보행렬을 통해 측정되는 정보인 발자국 길이와 폭, 걸음 거리, 보폭, 걸음 

각 등은 공룡의 생태를 이해하는 데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왔다(그림 21).

그림 14. 공룡 발자국 보행렬(Trackway) 측정 요소. (1) 4족 보행 공룡, (2) 2족 보행 공룡, Stride : 
보폭, Pace(step) : 걸음 거리, Pace Angulation : 걸음 각, Trackway Width : 보행렬 폭(허민 외, 199
8; 김정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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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적인 속도
현생 육상 생물들 중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이동 능력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

었다. 하나는 덩치가 크고 무겁고 천천히 이동하는 코끼리와 같이 무게를 견디기에 가장 
좋은 형태(graviportal)이며, 나머지 형태는 사냥개나 타조와 같이 달리기 능력이 뛰어난 
형태(cursorial)로 구분된다.
  공룡도 덩치가 크며, 무겁고 천천히 이동하는 부류에 해당하는 용각류(sauropods)부터 
타조와 유사한 모습을 지닌 오르니토미미드류(ornithomimids) 등이 존재하며 이들도 앞
의 기준과 같은 분류가 가능하다. 실제로 포유동물 그리고 지상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는 
최고의 달리기 능력을 갖는 부류에 속하며, 달리기 능력에 따라 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 
Coombs(1978)는 현생 지상 동물의 달리기 능력과 범위를 통하여 네 가지 분류군으로 
정리하였다.

▷ 무게를 지탱하는 데 가장 좋은 형태(graviprotal) : 육중한 다리를 가지거나 구조가 
전적으로 무게를 지탱하기에 알맞도록 되어 있는 부류이다(예: 코끼리).

▷ 무게를 지탱하기에 적당한 형태(mediportal) : 많은 부분이 무게를 지탱하는 데 알
맞으나 발가락을 이용해 걷는 자세(digitgrade), 발에서 내지(內肢) 또는 외지(外
肢)의 쇠퇴 및 소실, 앞발바닥의 살점 부분이나 뒷발의 살 부분의 맞물림이나 결합
과 같은 약간은 달리기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예: 무소, 하마).

▷ 달리기에 적당한 형태(subcursorial) : 최고의 달리기 능력을 갖는 형태에 알맞도
록 중간적 단계의 발달을 보이는 다리를 가진다. 일부는 단거리에서는 최고의 달리
기 능력을 보인다(예: 돼지, 고양이, 개).

▷ 최고의 달리기 능력을 갖는 형태(cursorial) : 최고의 달리기 능력을 갖는 형태에 
발달된 적응을 보여주는 다리를 갖는다(예: 발굽이 있는 동물, 타조류나 캥거루류).

Coombs(1978)는 달리기 능력에 따른 위와 같은 분류를 공룡에도 적용하였다. 프로토
케라톱스(Protoceratops)와 같은 작고 가벼운 케라톱스류(ceratopsians)를 제외하고는 2
족 보행 공룡이 4족 보행 공룡보다 달리기에서는 매우 뛰어나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마
도 이들은 4족 보행 공룡 중 가장 빠르고 달리기에 적당한 형태로 분류된다.

안킬로사우루스류(Anklyosaurus)와 대형 케라톱스류의 공룡이 무게를 지탱하기에 낮
은 수준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의 형태를 가진 것에 비해 용각류와 스테고사우루스류(ste
gosauria)는 무게를 지탱하기에 최적의 형태(gaviportal)에 속한다. 조각류(초식 공룡)와 
수각류(육식 공룡)를 포함한 소형 2족 보행 공룡은 달리기에 가장 적당한 형태(subcurso
rial)이거나 가장 빠른 달리기 능력올 갖는 형태(cursorial)이다. 반면에 거대한 2족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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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은 일반적으로 달리기에 적당한 형태이거나 카르노사우루스류(carnosauria)는 최고
의 달리기 능력을 갖는 형태에 가까워진다.

코엘로피시스(Coelophysis)와 오르니토미미드류 공룡들과 같이 긴 다리를 가진 공룡
들은 현재 서식하는 타조와 캥거루에 비해 달리기 능력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다른 공
룡보다도 빨리 달렸을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예를 들어 타조 공룡으로 
불리는 오르니토미미드류는 모든 공룡들 중에서 최고의 속력올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Bakker(1972) 그리고 Russell(l972)은 이들과 같이 긴 다리를 가진 공룡이 타조가 갖는 
약 70-80 km의 속력과 유사하거나 빨랐을 수 있다고 해부학적 비교 연구를 통하여 주
장했고, Thulborn(1990)은 타조와 오르니토미미드류의 구조적 차이는 그들이 타조만큼 
빠르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며, 용각류는 코끼리보다 빠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
처럼 동물들의 상대적 속력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비교 분석은 공룡의 달리기 능력에 
대한 매우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Thulborn, 1990).

동물들이 걷는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보폭을 가지나 속도를 내기 위하여 뛰거나 
달린다면 상대적으로 보폭이 늘어남은 일반적이며 공룡도 마찬가지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쥐와 같은 작은 동물은 매우 작은 보폭을 보이는 반면에 코끼리의 경우는 넓은 보
폭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상대적인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체 크기에 대한 
보폭의 비를 보여주는 SL/h라는 상대 보폭(relative stride length)의 개념이 필요하다. S
L은 보폭(Stride Lenght)을 의미하며 h는 골반까지의 높이(hip height)를 말한다. Alexa
nder(1976)는 현재 살고 있는 육상의 척추동물은 걷는 걸음걸이(walking)에서 성큼성큼 
걷는 걸음걸이(trotting)로 변할 때 상대 보폭이 (SL/h)×2에 도달하고, 이는 공룡도 적
용된다고 하였다. 이후의 연구(ThuIborn 1984; Thulborn and Wade, 1984)를 통하여 현
재 살고 있는 척추동물의 걸음걸이를 관측한 결과(Alexander, 1976, 1977), 공룡의 걸음
걸이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걷는 걸음(walking) : SL/h < 2.0
성큼성큼 걷는 걸음 또는 빠른 속보(trotting) : 2.O < SL/h < 2.9
달리는 걸음걸이(running) : SL/h 〉2.9

나. 절대 속도
상대 보폭은 걸음걸이에 관한 지침이 될 뿐 아니라 발자국 주인공의 절대 속도를 측

정하는 데 사용된다. 위의 상대 보폭의 개념을 바탕으로 절대 속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계산식이 시간이 좀 걸리거나 특별한 환경에서만 타당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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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의 절대 속도를 결정하는 데 이용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다. Alexander 공식
소형 포유류, 인간, 말, 코끼리와 새 등을 포함한 현생 동물들의 관찰을 통하여 SL, h 

와 속도(V)와의 관계는 다음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Alexander, 1976).

 또는 V = 0.25*g0.5*SL1.67*h-1.17

거리 측정 단위는 미터이고 동물의 속력(V)은 m/s로 나타내어지며, g는 중력가속도(a
cceleration of free fall), 크기가 크든 작든 간에 또는 2족 보행이나 4족 보행을 하거나 
걸음걸이가 걷는 걸음에서 달리는 걸음걸이까지 일반적으로 위의 관계식이 이용되어진
다. 일정한 퇴적물 내에서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는다(Alexander, 
1976; Langman and Jayes, 1977).

4족 보행을 하는 경우, 어깨와 골반의 대략적인 위치 측정이 가능하다. 4족 보행의 자
세에서 각각의 앞발과 뒷발의 걸음걸이의 중간 지점을 표시하여 측정함으로써 4족 보행 
공룡의 어깨 관절에서 골반까지의 거리를 나타낼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전체 크기
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Lockley, 1991; Barid, 1954; Soergel, 1925).

4. 발자국 화석 활용한 공룡의 크기(높이) 측정 방법
하나의 보행렬에서 발자국 길이의 변화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발자국 길이는 발자국 

주인의 신체 크기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고, 걸음걸이나 속도 측정에도 이용이 된다. 중요
한 요건은 발자국이 잘 보존되어 있어야 하며, 각 보행렬에 대해 손상과 변형이 최소한
인 경우에 한에서만 크기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 외 발자국의 폭이나 (발
자국 길이×발자국 폭)×2로 나타내어지는 발자국 크기의 지표는 발자국 분류군을 정의하
고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공룡의 크기(높이)를 측정하는 과정에서는 공룡의 보행 자세를 알지 못한다면 머리부
터 발까지의 전체적인 크기(전체 높이)를 예측하기 어렵다. 예컨대 티라노사우루스(Tyra
nnosaurs)는 척추뼈의 정렬 방식에 따라, 용각류는 그들의 머리를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고 다녔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까지 전체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 있고 정확한 측정값을 가질 수 없다. 

이에 반해 발바닥에서 골반까지의 높이(h)를 측정하는 방식은 보행 자세를 알지 못하
여도 의미 있는 측정값을 구할 수 있다. 공룡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식 중 가장 광범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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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편리하게 사용된다. h는 대략 발가락의 지골(발가락뼈)을 제외하고 뒷발 골격의 길이
라 해도 무방하다. h의 치수는 공룡의 골격으로부터 직접 측정되기도 하지만 보행렬을 
통한 방식으로도 측정할 수 있다. 형태학적 비율을 통하여 Alexander는 2족 또는 4족 보
행 공룡의 발자국 길이(FL : Foot length)에 4배가 대략 h와 일치한다고 주장하였고(Ale
xander, 1976), 이 제안은 널리 수용되고 있다.

h ≃ 4FL 

Lockley et al.(1983)은 하드로사우르스(Hadrosaurus)의 이동에 관한 연구에서 골반
까지의 높이(h)가 발자국 길이(FL)의 5배 또는 6배에 달한다고 추정하였다. 

h ≃ 5 ～ 6FL 

용각류의 경우 뒷발 뒷꿈치 부분에 충격을 홉수하기 위한 살점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의해 발자국 길이에 의한 골반까지의 높이를 예측하는 데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Alexander(1976)의 공식과 Lockley et al.(1983)의 공식이 사용될 수 있다(Thulborn, 1
990). 이는 충분한 보행렬과 골격 산출이 많지 않아 해부학적 자료 등이 부족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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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화석산지 조사 내용 및 결과

1. 화석산지 조사 내용
욱수천과 매호천, 무학산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의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분

포와 발자국 화석의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및 문헌조사, 발자국 분
포도 작성, 발자국의 형태 기재를 위한 측정 자료와 3D 이미지 등을 획득해야 한다. 이
와 같은 과정은 다음과 같은 발자국 연구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그리고 과업 수행 전 
과정을 사진 촬영하였다.

가. 선행 연구 및 문헌 조사
나. 화석산지 사전 조사 및 범위 확정
다. 화석산지 오염물 제거
라. 야외 주상도 작성 및 연대측정 시료 채취
마. 분포도 작성 사전 작업 및 윤곽선 표시
바. 3D 자료용 사진 촬영(DSLR 및 드론) 및 현황 사진 촬영
사. 지질도 및 실내 주상도 작성
아. 3D 스캔 및 3D 이미지 제작
자. 분포도 작성 실내 작업 및 보행렬 측정
차.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가. 화석산지 사전 조사 및 범위 확정
발자국 화석산지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는 필수적이다. 사전 조사로 얻은 정보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대상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또 조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조사 범위와 조사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매호천 화석산지는 동절기에는 주위 고층 건물들로 인해 충분한 일조량이 없어 하천이 
3월 초까지 얼음으로 덮여있는 환경이어서 화석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오염물 제거를 위한 작업도 얼음이 녹는 시기를 기다려야 했다. 

매호천 화석산지는 넓은 면적에 화석들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는 층준도 12개의 층준에서 확인된다. 하상에 노출되어 있어 식생과 하천수로 인
한 파손우려, 새들의 배설물, 유기물에 의한 피복과 수위가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
로 변화하고 있어 대부분의 발자국들이 보존되기 어려운 환경이며, 관찰하고 기록하는 데
도 어려움이 있다(그림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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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매호천 화석산지가 얼음에 덮인 모습.

그림 16. 매호천 화석산지에 자라고 있는 식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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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매호천 화석산지의 조류 분변.

욱수천 화석산지는 하천의 가장자리에서 하천의 중앙 방향으로 발자국 보행렬이 형성되어 있
다. 사전조사 당시 하천 퇴적물이 화석산지의 일부를 덮고 있었고, 하천 퇴적물 상부에는 수
변 식물이 서식하고 있었다. 하천 중앙에 쌓인 퇴적물로 인하여 하천 가장자리 화석산지
에는 하천수가 흘러 내리고 있었으며, 퇴적물이 덮여 있어 보행렬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수몰된 노두에서는 수생 이끼 생물들이 자라고 있었으며, 노두에 강하게 착생되어 있었
다. 사전 정보가 없이는 화석의 유무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그림 
18~19).

그림 18. 욱수천 화석산지가 하천 퇴적물에 덮인 모습 및 수몰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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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욱수천 화석산지가 하천 퇴적물에 덮인 모습 및 수몰된 모습.

지산동 무학산 화석산지는 무학산의 좁은 마른 계곡부에서 2012년 발견된 이후 위치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또, 화석이 계곡 퇴적물 및 낙엽 등으로 덮여 있어 위치 
확인이 쉽지 않았으며, 당시 발견자 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0~21). 

그림 20. 무학산 화석산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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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무학산 발자국 화석산지 퇴적물 제거 전 전경사진.

나. 발자국 화석산지 오염물 제거
발자국 화석산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하고, 조사하고자 하는 발

자국 화석이 제대로 드러나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림 22. 매호천 화석산지 퇴적물 제거 모습.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대부분의 발자국 화석산지는 식생과 토사 또는 자갈 등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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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어 있다. 특히, 하상에 화석산지가 노출된 경우에는 화석에 식생과 유기물 피복, 물
때, 생물의 분변 등이 있는 경우가 많아 발자국 화석의 조사를 위해서는 이들 오염물을 
제거하는 사전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23. 매호천 화석산지에 조류 분변 및 퇴적물 제거 모습.

매호천 화석산지 전 구역에 도포되어 있던 식생과 하천 퇴적물, 새들의 배설물, 유기물
에 의한 피복을 제거하였다(그림 22~23). 

그림 24. 욱수천 화석산지 수중 퇴적물 제거 및 식생 제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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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수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의 하천 중앙과 가장자리의 퇴적물과 수생 생물을 순차적
으로 제거하면서 화석의 정확한 위치와 윤곽을 확인하였다(그림 24~25).

그림 25. 욱수천 퇴적물이 제거된 후 화석산지 전경.

그림 26. 무학산 오염물 제거 전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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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동 무학산 화석산지는 좁은 면적의 등산로 옆 마른 계곡부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
이 발견되었다. 1개의 층준에서 발자국 화석이 확인된다. 평상시에는 토사와 낙엽 등이 
화석층을 덮고 있어 이를 제거하였다(그림 26~27). 

그림 27. 무학산 오염물 제거 후 모습.

다. 야외 주상도 작성 및 연대 측정 시료 채취
화석산지의 퇴적암 분포 확인을 위하여 야외에서 암상과 퇴적 구조를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주상도를 작성하였다(그림 35). 이렇게 획득한 주상도를 분석하여 화석산지의 퇴
적 환경을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 중 규장질 암맥과 중성질 암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박편으로 제작한 후 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암석의 구성 성분 등을 파악하였
고, 규장질 암맥 시료는 절대 연령 측정을 의뢰하였다.

 

그림 28. 매호천 화석산지 규장질 암맥과 절대 연대 측정 시료 채취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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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호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매호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가로 약 160 m, 세로 약 20 m 정도의 시지2교~시지1
교 구간 매호천 하상에 노출된 암반으로 그 면적은 약 3,200 ㎡이다(그림 ). 매호천 화석
산지에서는 약 900 cm(9 m) 두께의 퇴적암층에 대하여 주상도를 작성하였다. 주상도의
상부 구간에는 약 80 cm의 충적층이 퇴적암반을 덮고 있다. 조사 구역 내 암상의 대부분
은 암회색 셰일층이다. 40 ~ 60 cm 구간에서 30 cm 정도의 미사암이 확인되며, 석회질 
셰일층이 얇게 100 ~ 150 cm 사이에서 2곳이 관찰된다. 

그림 29. 매호천 화석산지의 주상도(sh: 셰일, Fs: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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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발자국 화석은 12개의 층준에서 확인되며, 각 층준을 Level 1 ~ 12(1 ~ 12 지점)
라고 지칭한다. 공룡 발자국이 주로 확인되는 구간은 하부로부터 500 cm(5 m) 이내이며, 
공룡 발자국과 함께 식물 화석산출도 확인되었다. Level 9와 12의 발자국은 보존 상태 
등이 매우 불량하여 단언할 수는 없지만, 두 발로 걷는 악어 발자국 보행렬 패턴과 유사
하다. 760 ~ 780 cm 구간에는 안산암질 관입암맥이 관찰되며, 주상도 작성 구간에 해당
되지 않는 시지1교 동쪽 약 40 m 지점에서는 규장질 암맥이 관찰된다. 규장질 암맥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절대 연령을 측정하였다. 매호천에서는 3곳(P-4, 5, 6)에서 
암맥이 확인되었는데, 이 암맥들에 대한 상세 설명은 후에 언급하였다. 발자국과 함께 하
부 지층에는 건열이, 상부 지층에는 물결자국이 주로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림 29).

매호천 화석산지의 구성 암석 및 퇴적 구조 등으로 판단할 때, 매호천 화석산지의 퇴적 
환경은 셰일 퇴적물이 공급되었던 얕은 호수 가장자리 환경으로 해석된다. 물결자국과 
건열이 주로 나타나며, 건열이 발자국과 함께 발달하는 것은 발자국을 만든 공룡이 얕은 
젓은 호숫가를 지날 때 형성되었거나 호수 주변부를 걸어갈 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구간의 상부 구간에서는 발자국이 찍힌 후 호수의 수면이 상승하여 물결자국이 남
겨진 것으로 해석된다. 발자국의 형태가 전반적으로 뚜렷하지 않지만, 11지점 용각류 발
자국 화석은 조사 이전 사진으로 볼 때 매우 정확한 형태를 띄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노
두가 하천수에 오래 노출되어 풍화되었거나 하천 정비 공사 중 일부 소실된 것으로 생각
된다. 사암은 주로 운반 에너지가 클 때 형성된다. 따라서 사암층의 형성은 홍수의 영향
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욱수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욱수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의 면적은 가로 10 m, 세로 5 m 정도이며, 욱수1교 하부 
하상에 노출된 노두로, 그 면적은 약 50 ㎡이다. 약 600 cm 정도 두께의 퇴적암이 확인
되며, 대부분이 암회색 셰일층이다. 셰일층 일부 구간에는 석회질 단괴가 발달한다(그
림 10). 공룡 발자국 화석은 1개 층준에서 확인되며, 건열과 함께 관찰된다. 발자국 화석
은 보행렬을 이루고 있으며, 뒷발자국과 앞 발자국이 남아있다(그림 30).

욱수천의 구성 암석 및 퇴적 구조 등으로 미루어볼 때, 욱수천 화석산지는 매호천과 비
슷한 환경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연흔이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상대적으
로 더 얕고 대기 중에 자주 노출되었던 호수 가장자리에 형성된 뻘이 있는 환경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욱수천 지역에서는 3곳(P-1, 2, 3)에서 암맥 시료를 확인하였다. 암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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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욱수천 화석산지의 주상도(sh: 셰일, Fs:사암)

3) 무학산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무학산 공룡 발자국 화석이 분포하는 범위는 가로 1.5 m, 세로 0.5 m 정도이며, 면적은 

0.75 ㎡이다. 무학산 화석산지는 능인고 및 능인중학교 뒤편의 무학산에 위치한다. 능인
중학교 뒤편 무학산은 3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가장 오른쪽 골짜기 농지 옆 계곡부 암반
에 위치한다. 무학산 화석산지에서는 약 650 cm 정도의 퇴적 주상도를 작성하였다. 대부
분이 암회색 셰일층과 사암층이 얇은 두께로 반복적으로 교호하며 분포한다(그림 31). 
공룡 발자국 화석은 1개 층준에서 확인되며, 건열과 함께 관찰된다. 발자국 화석산지에서
는 건열, 물결자국이 관찰된다. 이 외에도 무척추생물의 생흔 흔적과 식물 화석이 발견되
기도 한다. 

이와 같은 관찰 결과로 판단할 때, 무학산 화석산지는 욱수천 화석산지보다는 물이 오
랫동안 차 있던 매호천과 비슷한 환경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연흔이 흔하게 발견되지 
않는 점은 화석산지에 노출된 노두의 면적이 좁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건열
이 관찰되는 것은 수심이 얕고 대기 중에 자주 노출되었던 호수 가장자리 환경이었던 것
으로 해석된다. 사암은 주로 홍수 등 퇴적물을 운반하는 사건에 의해 퇴적되었을 것이며, 
사암층의 형성은 운반 에너지가 높았음을 지시하고, 매호천보다 더 많은 사암층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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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은 일정 기간동안 고에너지 운반 환경에 놓여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 가능하게 한
다. 

그림 31. 무학산 화석산지의 주상도(sh: 셰일, Fs: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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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포도 작성 사전 작업 및 윤곽선 표시
발자국 화석산지의 조사에 있어서 분포도 작성은 가장 중요한 조사 과정 중 하나이다. 

발자국 분포도의 정확성은 연구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과거에 
작성되었던 타 지역 화석산지의 분포도들은 작성자의 훈련 정도, 작성 방법 등에 의해 
정확도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분포도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를 검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화석산지의 면적이 넓은 경우에 분포도의 정확성이 낮아질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최근 김경수 외(2018, 2020)는 진주 정촌뿌리산업단지와 경남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하면서 3D 이미지를 이용한 분포도 작성 방법을 적용하여 넓은 지
역에 분포하는 발자국 화석의 분포도를 정확하게 작성하였다. 그 작성 방법과 과정은 다
음과 같다.

1 단계 : 분포도 작성 대상 발자국 화석의 형태적 특징 파악
2 단계 : 물백묵 또는 분필을 이용하여 발자국 윤곽선 그리기
3 단계 : 드론을 이용하여 3D 이미지 제작을 위한 항공 촬영
4 단계 : 항공 촬영 사진을 이용한 3D 이미지 제작(사진측량법)
5 단계 : 경사진 층리면 이미지를 수평 이미지로 전환
6 단계 : 수평 이미지 상에 표시된 발자국 윤곽선을 따라 분포도 작성
이와 같이 발자국 분포도 작성을 위해서는 발자국 윤곽선 표시 과정이 수행되어야 한

다. 발자국 윤곽선은 화석산지에서 산출되는 발자국의 위치 및 상태를 육안으로 파악하
여 분필이나 물백묵으로 표시하였고, 층준에 따라 발자국에 번호를 주어 표시하였다. 윤
곽선 표시 과정 및 발자국 화석은 사진 촬영을 통하여 기록하였다(그림 32~35). 

그림 32. 매호천 화석산지 윤곽선 및 주향과 경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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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매호천 화석산지 윤곽선 표시 및 주향과 경사 표시.

그림 34. 욱수천 화석산지 윤곽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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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무학산 화석산지 윤곽선 표시.

마. 드론 촬영 및 정사 이미지 제작용 데이터 확보
조사 전체 과정에 걸쳐 사진 촬영은 필수적이다. 사진 촬영은 드론을 이용한 사진 촬영

과 DSLR을 이용한 사진 촬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진 촬영은 발자국 윤곽선 표시 전
과 후 모두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발자국 윤곽선 표시가 완료된 이후에 촬영하는 것
은 발자국의 분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D 이미지 제작(photogrammetry)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분포도
를 작성할 수 있다. 드론과 DSLR을 이용한 사진 촬영은 과업이 진행되는 단계별 촬영과 
발자국 화석을 개별로 촬영하는 등의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그림 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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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드론으로 촬영한 매호천 화석산지 전경.

그림 37. 드론으로 촬영한 매호천 화석산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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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드론 촬영을 위한 측점 표시 및 매호천 4층준 발자국 화석.

그림 39. 드론 촬영을 위한 측점 표시 및 매호천 12층준 발자국 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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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드론으로 촬영한 욱수천 전경.

그림 41. 드론으로 촬영한 욱수천 전경.



대구 수성구 중생대 화석산지 연구용역

- 41 -

그림 42. 드론으로 촬영한 욱수천 용각류 보행렬.

그림 43. 드론으로 촬영한 무학산 화석산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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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드론으로 촬영한 무학산 화석산지 전경.

바. 3D 이미지 제작용 사진 촬영
발자국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포도 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3D 이미지 제작이 

필요하다. 3D 이미지는 드론 및 DSLR로 촬영한 사진을 활용하여 사진측량
(photogrammetry)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3D 이미지 제작을 위해서는 수십 장의 사진이 
필요하다. 사진은 겹치면서 촬영한다(그림 45~46).

화석산지가 면적이 좁거나 발자국 화석 산출 지점이 근접하는 경우 광대역 라이다
(LiDAR)를 이용한 레이저 스캔 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매호천 화석산지는 라이
다를 활용하기에는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는 지점이 많고, 면적이 넓어 라이다의 활용은 
제한적이다. 욱수천과 무학산 화석산지도 드론과 DSLR을 활용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림 47).

 

그림 45. DSLR로 중첩 촬영한 매호천 화석산지 7-3발자국 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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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DSLR로 중첩 촬영한 매호천 화석산지 7-3발자국 화석.

 

 

그림 47. 드론으로 중첩 촬영한 욱수천 공룡 발자국 보행렬.

사. 3D 이미지 제작을 통한 화석산지 데이터 취득 
발자국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포도 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진측량법으로 3D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먼저 드론 및 DSLR로 촬영한 사진을 Agisoft Metashape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3D 파일을 제작하였다. 이후 Meshlab을 이용하여 스케일을 보정하는 작
업을 진행하였으며 Paraview를 이용하여 Orthophotographic photo와 발자국 화석의 음영
도, Color Depth, 등고선 지도를 제작한 뒤, Cloudcompare에서 Ambient Occlusion imag
e를 제작하였다(그림 4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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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호천 화석산지 3D 이미지

그림 48. 매호천 조사범위(시지2교~시지1교: L=265m, B=18m) 정사 이미지.

그림 49. 매호천 화석산지(시지2교~시지1교 방향 : L=160m, B=18m) 정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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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매호천 화석산지 2 지점 조각류 발자국 화석 Color 정사 이미지.

그림 51. 매호천 화석산지 2 지점 조각류 발자국 화석 Ambient Occlusion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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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매호천 화석산지 2 지점 조각류 발자국 화석 Paraview shade 이미지.

그림 53. 매호천 화석산지 2 지점 조각류 발자국 화석 Contour map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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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매호천 화석산지 2 지점 조각류 발자국 화석 Color depths 이미지.

그림 55. 매호천 화석산지 3 지점 용각류 발자국 화석 Color 정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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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매호천 화석산지 3 지점 용각류 발자국 화석 Ambient Occlusion 이미지.

그림 57. 매호천 화석산지 3 지점 용각류 발자국 화석 Paraview shade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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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매호천 화석산지 3 지점 용각류 발자국 화석 Contour map 이미지.

그림 59. 매호천 화석산지 3 지점 용각류 발자국 화석 Color depths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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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매호천 화석산지 5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Color 정사 이미지.

그림 61. 매호천 화석산지 5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Ambient Occlusion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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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매호천 화석산지 5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Paraview shade 이미지.

그림 63. 매호천 화석산지 5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Contour map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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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매호천 화석산지 5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Color depths 이미지.

그림 65. 매호천 화석산지 6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Color 정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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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매호천 화석산지 6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Ambient Occlusion 이미지.

그림 67. 매호천 화석산지 6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Paraview shade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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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매호천 화석산지 6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Contour map 이미지.

그림 69. 매호천 화석산지 6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Color depths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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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매호천 화석산지 7-1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Color 정사 이미지.

그림 71. 매호천 화석산지 7-1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Ambient Occlusion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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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매호천 화석산지 7-1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Paraview shade 이미지.

그림 73. 매호천 화석산지 7-1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Contour map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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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매호천 화석산지 7-1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Color depths 이미지.

그림 75. 매호천 화석산지 7-2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Color 정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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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매호천 화석산지 7-2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Ambient Occlusion 이미지.

그림 77. 매호천 화석산지 7-2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Paraview shade 이미지.



수성구 내 중생대 화석산지 연구

- 59 -

그림 78. 매호천 화석산지 7-2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Contour map 이미지.

그림 79. 매호천 화석산지 7-2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Color depths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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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매호천 화석산지 7-3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Color 정사 이미지.

그림 81. 매호천 화석산지 7-3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Ambient Occlusion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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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매호천 화석산지 7-3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Paraview shade 이미지.

그림 83. 매호천 화석산지 7-3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Contour map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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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매호천 화석산지 7-3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Color depths 이미지.

 

그림 85. 매호천 화석산지 8 지점 용각류 발자국 화석 Color 정사 & Ambient Occlusion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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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매호천 화석산지 8 지점 조각류 발자국 화석 Paraview shade 이미지.

그림 87. 매호천 화석산지 8 지점 조각류 발자국 화석 Contour map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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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매호천 화석산지 8 지점 조각류 발자국 화석 Color depths 이미지.

그림 89. 매호천 화석산지 9 지점 용각류와 악어 발자국 화석 Color 정사 이미지.

그림 90. 매호천 화석산지 9 지점 용각류와 악어 발자국 화석 Ambient Occlusion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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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매호천 화석산지 9 지점 용각류와 악어 발자국 화석 Paraview shade 이미지.

그림 92. 매호천 화석산지 9 지점 용각류와 악어 발자국 화석 Contour map 이미지.

그림 93. 매호천 화석산지 9 지점 용각류와 악어 발자국 화석 Color depths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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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매호천 화석산지 10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Color 정사 이미지.

그림 95. 매호천 화석산지 10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Ambient Occlusion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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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매호천 화석산지 10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Paraview shade 이미지.

그림 97. 매호천 화석산지 10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Contour map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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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 매호천 화석산지 10 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Color depths 이미지.

그림 99. 매호천 화석산지 11 지점 용각류 발자국 화석 Color 정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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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0. 매호천 화석산지 11 지점 용각류 발자국 화석 Ambient Occlusion 이미지.

그림 101. 매호천 화석산지 11 지점 용각류 발자국 화석 Paraview shade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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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매호천 화석산지 11 지점 용각류 발자국 화석 Contour map 이미지.

그림 103. 매호천 화석산지 11 지점 용각류 발자국 화석 Color depths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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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매호천 화석산지 12 지점 악어 발자국 화석 Color 정사 이미지.

그림 105. 매호천 화석산지 12 지점 악어 발자국 화석 Ambient Occlusion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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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매호천 화석산지 12 지점 악어 발자국 화석 Paraview shade 이미지.

그림 107. 매호천 화석산지 12 지점 악어 발자국 화석 Contour map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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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 매호천 화석산지 12 지점 악어 발자국 화석 Color depths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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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욱수천 화석산지 3D 이미지

그림 109. 욱수천 화석산지 Color 정사 이미지.

그림 110. 욱수천 화석산지 Ambient Occlusion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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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욱수천 화석산지 Paraview shade 이미지.

그림 112. 욱수천 화석산지 Contour map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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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욱수천 화석산지 Color depths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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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학산 화석산지 3D 이미지 

그림 114. 무학산 화석산지 Color 정사 이미지.

그림 115. 무학산 화석산지 Ambient Occlusion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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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무학산 화석산지 Paraview shade 이미지.

그림 117. 무학산 화석산지 Contour map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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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무학산 화석산지 Color depths 이미지.

아. 분포도 작성 
발자국 화석 윤곽선 표시를 완료한 후, 3D 이미지 파일을 활용하여 분포도를 제작하였

다.

 1) 매호천 화석산지

매호천 화석산지에서는 모두 12개 발자국 화석층이 존재한다.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는 
곳은 모두 14개 지점이며, 7 층준(7 지점)에서는 동일 층준의 3지점에서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발자국의 수는 모두 27개이며, 수각류(육식 공룡) 발자국 11점, 용각
류(목 긴 초식 공룡) 발자국 7점, 조각류(이족 보행 초식 공룡) 발자국 1점, 이족 보행 
악어? 발자국 7점, 불분명한 발자국 1점이 분포한다. 수각류, 용각류, 조각류, 악어 추정 
발자국의 분포 비율은 각각 이들은 긱각 40.7%, 25.9%, 3.7%, 29.6%, 3.7%이다. 경남 
고성군 덕명리 화석산지에서는 용각류 공룡 발자국의 분포 비율이 높은 반면에 매호천 
화석산지에서는 수각류 공룡 발자국 분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족보행 악어 추정 발자국은 전체적인 형태가 사람의 발자국과 유사하며, 이족 보행의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발자국은 경남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경남 사천시 아두
섬, 경남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에서 보고되었다. 매호천 발자국은 전체적인 형태는 기존 
발견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7-2 지점에서는 중생대 구과류 식물 화석인 슈도프레네롭시스(Pseudofrenelopsis sp.)
가 분포한다. 이중 보행렬은 9지점에서 확인된 이족보행 악어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6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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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매호천 화석산지 공룡 발자국 화석 보행렬 및 발자국 수

발견 지점 종류 발자국 수 보행렬

1 지점 용각류(목 긴 초식 공룡) 발자국 1점

2 지점 조각류(이족 보행 초식 공룡) 발자국 1점

3 지점 용각류(목 긴 초식 공룡) 발자국 1점

4 지점 용각류(목 긴 초식 공룡) 발자국 1점

5 지점 수각류(육식 공룡) 발자국 2점

6 지점 수각류(육식 공룡) 발자국 2점

7-1 지점 수각류(육식 공룡) 발자국 1점

7-2 지점 수각류(육식 공룡) 발자국, 구과류 식물 화석 2점

7-3 지점 수각류(육식 공룡) 발자국 3점

8 지점 용각류(목 긴 초식 공룡) 발자국 외 1점

9 지점
용각류(목 긴 초식 공룡) 발자국, 
이족 보행 악어 발자국(추정) 
불명확한 발자국

1점
5점
1점

1개

10 지점 수각류(육식 공룡) 발자국 1점

11 지점 용각류(목 긴 초식 공룡) 발자국 2점

12 지점 이족 보행 악어 발자국(추정) 2점

합계 27점

매호천 화석산지는 화석의 분포 면적 범위가 매우 넓어 하나의 분포도를 작성할 경우 
발자국의 형태 표시가 화면에 들어오지 않아 각 사이트별로 분포도를 별도로 작성하였
다. 다음의 그림 119 - 132은 화석산지 정사 이미지에 GPS를 통해 측정한 각 발자국 
화석의 위치를 지정·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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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매호천 화석산지 발자국 화석 분포 지점.

그림 120. 매호천 화석산지 발자국 화석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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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매호천 화석산지 1지점 용각류 & 2지점 조각류 발자국 화석 분포도.

그림 122. 매호천 화석산지 3지점 용각류 발자국 화석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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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매호천 화석산지 4지점 용각류 발자국 화석 분포도.

그림 124. 매호천 화석산지 5지점 용각류 & 7-1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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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매호천 화석산지 6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분포도.

그림 126. 매호천 화석산지 7-2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분포도(사진은 식물화석 분포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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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매호천 화석산지 7-3지점 수각류 & 조각류 발자국 화석 분포도.

그림 128. 매호천 화석산지 8지점 용각류 발자국 화석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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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 매호천 화석산지 9지점 용각류 & 이족 보행 악어 발자국 화석 분포도.

그림 130. 매호천 화석산지 10지점 수각류 발자국 화석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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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매호천 화석산지 11지점 용각류 발자국 화석 분포도.

그림 132. 매호천 화석산지 12지점 이족 보행 악어 발자국 화석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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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욱수천 화석산지 분포도

욱수천 화석산지는 용각류(목 긴 초식 공룡) 발자국 22개가 하나의 보행렬을 이루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유리로 덮인 구간 제외). 앞발자국 10개, 뒷발자국이 12개가 분포
한다(그림 133). 노두의 낮은 부분은 물길을 돌렸음에도 물고임 현상이 보인다. 보다 완전한 
보존을 위해서는 유입되는 하천수의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133. 욱수천 화석산지 1지점 용각류 발자국 화석 보행렬 분포도.

3) 무학산 화석산지 용각류 발자국 화석 보행렬 분포도

무학산 화석산지는 용각류(목 긴 초식 공룡)의 보행렬 1개에 포함된 4개의 발자국 화
석과 보행렬에 포함되지 않은 1개의 용각류 뒷발자국 화석이 확인되었다. 앞발자국 2개, 
뒷발자국 3개가 분포한다(그림 134).

그림 134. 무학산 화석산지 용각류 발자국 화석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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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발자국 측정 및 발자국 보행렬 측정
매호천, 욱수천, 무학산 화석산지에서 확인된 발자국을 대상으로 발자국 길이(length)와 폭

(width), 걸음거리(pace), 보폭(stride), 걸음각(pace angulation), 보행렬 폭(trackway 
width)를 측정하여 평균치를 계산하였다. 다만, 온전하지 않은 발자국 화석과 보행렬은 
제외하였다.

1) 매호천 발자국 화석산지

매호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에서는 27개의 발자국 화석이 분포한다(그림 120~132). 
이 중 5개의 발자국은 두발로 걷는 악어가 남긴 보행렬로 추측된다(그림 135). 측정은 
보행렬 측정과 단순 발자국 측정으로 구분하였고, 단순 발자국 측정에서 이족 보행 악어 
보행렬은 제외하였다(표 4~5).

표 4. 매호천 화석산지 공룡 발자국 측정(단위 : cm)

순번 발견 지점 발자국No. 길이(Length) 폭(Width) 비율(L/W) 비 고
1 1지점 용각류 A 19.61 23.04 0.851
2 2지점 조각류 A 24.09 27.85 0.865
3 3지점 용각류 A 27.71 23.05 1.202
4 4지점 용각류 A 61.69 41.93 1.471
5 5지점 수각류 A 17.19 불완전
6 B 16.35 불완전
7 6지점 수각류 A 18.46 불완전
8 B 19.01 불완전
9 7-1지점 수각류 A 17.1 14.23 1.202
10 7-2지점 수각류 A 16.90 불완전
11 B 20.83 17.73 1.175
12

7-3지점 수각류
A 14.21 13.25 1.072

13 B 16.54 14.35 1.153
14 C 19.48 16.88 1.154
15 8지점 용각류 A 27.13 19.05 1.424
16 9지점 용각류 A 11.68 16.06 0.727
17 B 32.29 22 1.468
18 10지점 수각류 A 16.14 불완전
19 11지점 용각류 A 37.80 33.34 1.134
20 B 36.69 4082 0.899
21 12지점 악어 A 26.60 9.98 2.666
22 B 20.81 11.67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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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 매호천 2족 보행 악어? 보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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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매호천 화석산지 이족보행 악어 보행렬 측정(단위 : cm)

총 5개의 2족 보행 악어 발자국이 나타나며 보존 상태는 불량한 편이다. R2 발자국 화
석이 관찰되지 않으며, 발자국 전체가 희미하다. 발가락은 관찰되지 않는다. 발자국의 평
균 길이는 24.94 cm, 폭은 13.58 cm이다. 걸음 거리의 평균은 50.30 cm이나 일정하게 관
찰되지 않아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보폭은 106.10 cm이며, 이 역시 더 많은 보행을 
확인할 수 없다. 왼발의 보행각은 178.92°로 측정되었다(그림 135, 표 5).

2) 욱수천 발자국 화석산지

욱수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에서는 22개의 용각류(목이 긴 초식 공룡) 발자국 화석이 
분포한다(그림 137). 1개의 보행렬을 이루고 있으며, 이 중 12개는 뒷발자국, 10개는 앞
발자국이다. 측정은 앞발자국과 뒷발자국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표 8).

욱수천 용각류 발자국의 보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하지만 보행렬의 상당 부분이 
유수의 영향을 받는다. 뒷발자국의 평균 길이는 26.10 cm, 폭은 21.54 cm이다. 뒷발자국
의 걸음 거리는 평균 47.88 cm이다. 보폭은 88.21 cm이다. 뒷발의 보행각 평균은 133°이
다. 앞발자국 길이는 평균 13.15 cm이며, 폭은 19.42 cm이다(그림 138, 표 6).

표 6. 욱수천 화석산지 공룡 발자국 보행렬 측정(단위 : cm)

발자국
No.

발자국 측정 보행렬 측정
길이(Length) 발 폭(Width) 비율(L/W)

걸음 거리
(Step)

보폭
(Stride)

보행각
(pace angle)

L1 25.75 16.35 1.575 119.6
R1 21.16 12.86 1.645 58.25
L2 25.67 13.61 1.886 21.53 92.66 178.92
R2 - - -
L3 24.46 11.46 2.134
R3 24.94 13.61 1.832 41.13
평균 24.94 13.58 50.30 106.10 178.92

발자국
No.

발자국 측정 보행 측정
비 고길이(Length)  폭(Width) 비율(L/W)

걸음 거리
(Step)

보폭
(Stride)

보행각(pace angle)
뒷발자국

Rp1 26.27 19.48 1.349 49.17 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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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1 24.04 20.61 1.166 46.75 91.36 127.65
Rp2 27.93 21.00 1.330 52.10 88.76 135.02
Lp2 27.63 19.87 1.391 45.01 84.59 131.97
Rp3 25.38 26.12 0.972 49.82 125.87
Lp3 26.95 21.44 1.257 90.86
Rp4 - - - - - - 없음
Lp4 26.15 23.44 1.116 48.89 90.05
Rp5 23.07 18.95 1.217 47.24 85.25 139.02
Lp5 24.41 20.45 1.194 44.88 89.45 135.95
Rp6 26.15 21.26 1.23 52.08 87.48 134.90
Lp6 27.67 22.88 1.209 42.90 133.62
Rp7 27.59 23.01 1.199
평균 24.10 21.54 1.219 47.88 88.21 133.00

앞발자국
Rm1 13.10 18.76 0.968 55.09 91.20
Lm1 10.40 19.39 0.536 52.13 116.52
Rm2 12.71 20.64 0.616 85.79
Lm2 - - - - - - 없음
Rm3 13.03 21.77 0.599 50.88
Lm3 11.38 20.71 0.549 89.98
Rm4 - - - - - - 없음
Lm4 16.40 90.43 불완전
Rm5 - - - - - - 없음
Lm5 13.71 17.96 0.763 45.98 86.83
Rm6 11.84 16.69 0.709 55.57 117.22
Lm6 15.81 불완전
평균 13.15 19.42 0.64 51.93 88.85 1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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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욱수천 용각류 공룡 보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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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학산 발자국 화석산지

무학산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에서는 총 5개의 용각류(목이 긴 초식 공룡) 발자국 화석
이 분포한다(그림 138). 이 중 3개는 뒷발자국, 2개는 앞발자국이다. 4개의 발자국으로 
구성된 1개의 보행렬이 확인되는데, 오른쪽 뒷발자국 2개와 오른쪽 앞발자국 2개이다. 
앞발자국과 뒷발자국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표 9).

총 5개의 용각류 발자국이 나타나며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개별 발자국의 연장으로 
생각되는 곳은 토사와 퇴적암반이 덮고 있어 관찰되지 않으나, 추가 발굴이 진행된다면 
발자국 화석이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발자국이 깊게 잘 확인되나, 발가락과 
같은 세부 인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뒷발자국의 평균 길이는 개별 발자국 포함 30.32cm
이고 보행렬 내 뒷발자국 평균 길이는 29.36 cm이다. 뒷발자국 폭은 평균 27.26 cm이다. 
뒷발자국의 걸음 거리 평균은 64.96 cm이다. 보폭은 116.53 cm이다. 앞발자국 길이는 평
균 15.21 cm이며, 폭은 12.37 cm이다(그림 137, 표 7).

그림 137. 무학산 용각류 공룡 보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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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무학산 화석산지 공룡 보행렬 측정(단위 : cm)

차. 조사 구역 내 지질분석

 1) 조사 구역 내 관입암 분석

과업 범위 내 야외조사를 실시하여 암맥이 산출되는 지역을 탐색하였다 발견된 암맥은 
모두 6곳이며, 각각 P-1, 2, 3, 4, 5, 6로 구분하였다(그림 138; 표 8). 이번 조사에서 
암맥의 야외 산상(자세와 두께), 암석 기재, 그리고 전암 주성분 원소를 분석하였다. 각 
지점에서 대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박편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편광현미경 
하에서 시료를 구성하는 광물들과 그들이 이루는 조직을 관찰하였다.

그림 138. 조사 지역의 지질도(노란색 동그라미는 암맥이 관찰된 지역임.). P-1, 2, 3는 욱수천 지

역의 암맥, P-4, 5, 6 암맥은 매호천 지역의 암맥임.

발자국
No.

발자국 측정 보행렬 측정
비 고길이(Length)  폭(Width) 비율(L/W) 걸음 거리(Step) 보폭

(Stride)
보행각

(pace angle)
Rp1 29.86 28.86 1.035 62.02 116.53
Rp2 28.85 25.11 1.141 67.90
개별 32.24 27.80 1.160
평균 30.32 27.26 1.110 64.96 116.53
Rm1 16.17 22.04 0.734
Rm2 14.25 20.69 0.689 64.04
평균 15.21 21.37 0.710 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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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된 시료를 일축압축기를 사용해 파쇄하고, 파쇄된 조각들 중 변질의 영향이 적은 
것들을 선별하였다. 선택된 시료는 경북대학교 지질학과에 설치된 텅스텐 카바이드 볼밀
(ball mill)을 이용해 분말화하였다. 분말 시료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구센터에서 
글래스 비드(glass bead)로 제작한 후, 파장 분산형 XRF(wavelength dispersive x-ray 
fluorescence)를 통한 주성분원소 산화물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139; 표 9). 

표 8. 매호천과 욱수천 일대에 분포하는 암맥(P-1, 2, 3: 욱수천 지역 암맥; P-4, 5, 6: 매호천 지역 

암맥)

지점 위도 경도 암질 분류 자세 두께 모암
P-1 35°49'54.02"N 128°42'39.14"E 석영맥 N15W 80SW 4.4-6.7 cm 흑색 이암
P-2 35°49'35.24"N 128°42'29.16"E 데사이트 ? ? 흑색 이암
P-3 35°49'35.24"N 128°42'29.16"E 조면안산암 N25W 70SW ? 흑색 이암
P-4 35°50'32.45"N 128°41'45.95"E 유문암 N03W 85SW ~8 m 흑색 이암
P-5 35°50'31.18"N 128°41'41.73"E 현무암질안산암 N12W 80SW ~1.8 m 흑색 이암
P-6 35°50'35.59"N 128°41'53.82"E 유문암 ? ? 흑색 이암

그림 139. 매호천(P-4와 5)과 욱수천(P-2와 3) 일대에서 관찰되는 암맥에 대한 전체 알칼리원

소 대 실리콘(total alkali versus silica)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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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대표 암맥에 대한 전암 주성분원소 분석 결과(P-2, 3: 욱수천; P-4, 5: 매호천)

 2) 매호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의 암맥

매호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주변에서 모두 3곳의 암맥 분포를 확인하였다. 이들은 
각각 P-4, 5, 6의 번호를 부여하였다. 

P-4 지점에는 N03°W, 85°SW의 자세로 흑색 이암을 관입하고 있는 규장질 암맥이 대
략 8 m 가량의 폭으로 노출되어 있다(그림 140a; 표 8). 이 암석은 조성 상 유문암으로 
분류되며(그림 139), 장경을 기준으로 하여 4 mm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자형 사장석 반
정들을 다량 포함한다 (그림 140a and c). 기질부는 사장석, 정장석, 석영 그리고 불투명
광물의 미정으로 구성된다(그림 140c). 종종 딕티텍시틱(diktytexitic) 조직을 보이는 기
공이 관찰된다(그림 140c). 이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대략 100 m 떨어진 지점에서 P-6
이 위치하며, 그곳에 P-4에서 관찰되는 유문암질 암맥과 같은 산상을 보이는 암석이 일
부 노출되어 있다(그림 138).
 P-5 지점에서 1.8 m의 두께를 가지는 중성질 암맥이 N12°W 80°SW의 자세로 흑색 

이암을 관입하고 있다(그림 140d; 표 9). 이 암맥은 조성 상 현무암질 안산암으로 분류
된다(그림 139). 이 암석은 1 - 3 mm 크기 범위를 보이는 자형 사장석 반정을 다량 포
함한다(그림 140e and f). 사장석 결정은 다양한 정도로 점토 광물로 변질되어 있거나 
또는 방해석으로 교대되어 있다(그림 140e와 f). 고철질 광물의 반정은 완전히 변질되어 
가정(pseudomorph)으로 관찰된다. 기질부는 사장석, Fe-Ti 산화물 그리고 간극상 유리
로 구성되어 있으며(그림 140e), 대부분 점토 광물로 변질되어 있다(그림 140f).

P-2 P-3 P-4 P-5
SiO₂ (wt.%) 62.66 59.22 71.86 50.42

TiO₂ 0.31 0.47 0.14 0.91
Al₂O₃ 16.67 17.36 15.25 18.19
Fe2O3t 3.75 5.23 2.59 9.20
MnO 0.16 0.32 0.06 0.16
CaO 3.93 4.11 0.19 6.89
MgO 1.00 1.86 0.39 4.61
K₂O 1.98 1.42 3.37 2.34
Na₂O 5.18 5.92 5.00 2.16
P₂O5 0.17 0.33 0.05 0.14

L..O.I. 4.18 3.75 1.09 4.97
Total 95.82 96.25 98.90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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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0. 매호천 일대에서 관찰되는 (a-c) 유문암질 암맥 및 (d-f) 현무암질 안산암 암맥. 약

어는 그림 3의 설명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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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욱수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욱수천 일대에서 암맥은 모두 3곳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각각은 P-1, 
2, 3로 구분하였다(그림 138). 

그림 141. 욱수천 일대에서 관찰되는 (a) 석영맥, (b-c) 데사이트 그리고 (d-g) 조면안산암질 암맥. 
XPL: 교차니콜, PPL: 개방니콜, Afs: 알칼리장석, Pl: 사장석, Qz: 석영, Cc: 방해석, Mrc: 
백철석, Ap: 인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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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지점에서는 측방으로 4.4 - 6.7 cm의 두께 변화를 보이는 석영맥이 관찰되며(그
림 14a), 이보다 얇은 두께를 가지는 몇 매의 석영맥이 인근에 함께 분포한다. 이들은 
N15°W, 80°SW의 자세를 가진 채, 일대에 분포하는 진동층의 흑색 이암(셰일)으로 주입
되어 있다. 모암 쪽으로 확산되는 변질대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모암 파편의 일부가 석영
맥 내부에 부유되어 있다.

P-2 지점에서는 흑색 이암과 불분명한 관계를 가지는 규장질 암석과 흑색 이암을 관
입하고 있는 중성질 암맥이 관찰된다(그림 138, 표 8). 규장질 암석은 조성 상 데사이트
로 분류된다(그림 139). 하지만, 주변 암석과의 접촉 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암석이 암맥인지 또는 용암류인지는 확실하진 않다. 이 암석 주로 반자형 사장석 및 
정장석 그리고 간극상 석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정질 조직을 가진다(그림 141b). 대
부분의 장석류는 점토 광물으로 변질되어 있거나 또는 방해석으로 교대되어 가정 
(pseudomorph)의 형태로 남아있다. 암석 내부에 발달한 단열은 방해석으로 충전되어 있
다(그림 141c). 중성질 암맥은 조성 상 조면안산암으로 분류되며(그림 139), 흑색 이암
을 N25°W, 70°SW의 자세로 관입한다(그림 141d, 표 2). 흑색 이암의 파편이 이 암맥 
내부에 부유되어 있기도 하다. 이 암석은 2 cm 미만의 장경을 가지는 타원형의 신장된 
기공을 가진다(그림 141e). 암석 내부에 발달한 기공과 단열은 방해석과 백철석으로 충
전되어 있다(그림 141f). 이 암석은 주로 반자형 사장석과 정장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영, Fe-Ti 산화물 그리고 인회석을 간극상 광물로 포함한다(그림 141f와 g). 장석류
는 다양한 정도로 점토 광물로 변질되어 있다.

4) 매호천 암맥의 절대연대 측정 

조사 구역 내 지구조적 운동과 마그마 활동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매호천 P-4 유문암
질 암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절대연령을 측정하였다(그림 142). 본 조사에서는 단일 표
본의 연대 측정을 실시하여 해석에 한계가 있지만, 매호천 일대의 지질작용 이해에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42. 매호천 유문암질 암맥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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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 Lee et al.(2018)은 진동층에 대해 99.9±0.7 Ma(9천9백9십만 년 전
±70만년)의 쇄설성 저어콘 SHRIMP (Sensitive High Resolution Ion Microprobe) 및 
LA-MC-ICP-MS(Laser Ablation -Multi Collector-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U-Pb 최대퇴적연대를 보고한 바 있으며, 최태진과 권민규(2019)는 반야
월층에 대해 96 Ma(9천6백만 년 전, 저어콘 LA-MC-ICP-MS U-Pb 연대)를 최대퇴적
시기로 해석한 바 있다. 

본 조사에서는 대표 시료(P-4의 MH-2)를 채취하여 SHRIMP 저어콘 U-Pb 연대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P-4의 유문암질 암맥에서 90.63±0.76 Ma(9천6십3만 년 전±76
만 년)의 연대를 얻었다. 본 연대 측정과 기존 연구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조사 지역 일
대에 분포하는 퇴적암의 퇴적시기와 관입한 암맥류의 생성 시기는 모순이 없다. 

그림 143. 매호천 유문암질 암맥에서 얻어진 Concordia diagram.

조사 지역의 암맥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매호천 일대에서는 유문암 및 현무암질 안산
암 암맥이 관찰되었으며, 욱수천 일대에서는 석영맥, 데사이트 및 조면안산암질 암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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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었다. 관찰된 대부분의 암석은 간극상 유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심성암
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무암질 안산암은 약각의 간극상 간극상 유리를 포함하는데, 이는 
아마도 조성적 차이 때문에 이 암맥이 다른 암맥들에 비해 보다 높은 과냉각의 정도를 
경험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조성적으로 이들은 현무암질 안산암에서 석영맥까지 넓은 
범위를 가진다. 하지만, 이들의 주입 및 관입은 대체로 고각의 남-북 내지 북북서-남남
동 방향의 불연속면을 따라 체계적으로 일어났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조사 지역 퇴
적암은 약 1억 년 전후에 퇴적되었으며, 유문암질 마그마 관입 활동은 약 9천6십3만 년 
전에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2. 화석산지 조사 결과
가. 매호천 발자국 화석산지
 수성구 매호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주로 암회색 셰일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

부 미사암과 석회질 단괴를 포함하거나 석회질 셰일층이 협재한다. 발자국 화석이 존재
하는 곳에서는 건열이 흔하게 관찰되며, 매호천 동쪽 상부층에서는 건열의 출현 빈도가 
낮아지고 물결자국이 주로 관찰된다. 이와 같은 특징은 경남 고성군 덕명리 화석산지의 
진동층 퇴적 환경과 유사한 것으로 얕은 호수 또는 호수 주변부 환경으로 해석된다. 

매호천 하상에서는 12개의 발자국 화석층이 확인되며, 이는 multiple track-bearing 
layers의 양상을 띄는 것으로 경남 고성 덕명리 화석산지에서 관찰되는 것과 유사하다. 
확인된 발자국의 수는 모두 27개이며, 수각류(육식 공룡) 발자국 11점, 용각류(목 긴 초
식 공룡) 발자국 7점, 조각류(이족 보행 초식 공룡) 발자국 1점, 이족 보행 악어 추정 발
자국 7점, 불분명한 발자국 1점이 분포한다. 매호천 화석산지에서는 육식 공룡인 수각류 
발자국 분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7-2 지점 공룡 발자국 화석
층에서는 식물 화석이 함께 확인되었다. 

발자국 화석의 분포와 형태적 특징을 확인하기 위하여 3D 이미지를 제작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분포도와 다양한 3D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매호천 화석산지에서는 모두 3곳에서 관입암맥이 분포한다. 두 곳(그림 138, P-4, 6)
에서는 규장질 유문암맥이 확인되며, 한 곳(그림 138, P-5)에서는 중성 현무암질안산암
맥이 확인된다. 이 암맥들은 모두 반심성암으로 판단된다. 퇴적층의 형성 시기를 유추하
기 위하여 P-4 규장질 유문암맥에 대해 SHRIMP U-Pb 연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90.63±0.76 Ma(9천6십3만 년 전±76만 년)의 연대를 얻었다. 따라서 매호천 화석산지 
진동층은 기존 연구 결과와 함께 해석하면, 약 1억 년 전 – 9천6백만 년 전 사이에 퇴적
되었으며, 이후 마그마의 화성 활동으로 인하여 약 9천만 년 전에 관입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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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욱수천 발자국 화석 산지
수성구 욱수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주로 암회색 셰일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석회질 단괴를 포함하는 셰일층이 협재한다. 발자국 화석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건열이 
흔하게 관찰된다. 퇴적 구조와 암상 등을 근거로 할 때, 욱수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매호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와 유사하게 얕은 호수 또는 호수 주변부 환경으로 해석된다. 

욱수천 하상에서는 1개의 용각류 공룡 보행렬이 분포한다. 모두 22개의 발자국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뒤발자국이 12개, 앞발자국이 10개로 이루어져 있다. 뒷발자국의 평균 길
이는 26.10 cm로 중소형 용각류 발자국에 해당한다. 전형적인 용각류 보행렬의 형태를 
띄고 있다. 

매호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에서와 같이 발자국 화석의 분포와 형태적 특징을 확인하
기 위하여 3D 이미지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포도와 다양한 3D 이미지를 제
작하였다. 

욱수천 화석산지에서는 모두 3곳에서 관입암맥이 분포한다. P-1 지점(그림 138) 의 
암맥은 석영맥이며, P-2 지점(그림 138)의 암맥은 데사이트이고, P-3 지점(그림 138) 
암맥은 조면안산암이다. 두 곳(그림 138, P-4, 6)에서는 규장질 유문암맥이 확인되며, 
한 곳(P-5)에서는 중성 현무암질안산암맥이 확인된다. 욱수천 화석산지의 암맥도 모두 
반심성암으로 판단된다. 

다. 무학산 발자국 화석 산지
수성구 무학산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주로 암회색 셰일과 사암 또는 미사암이 얇은 

두께로 교호하며 분포한다. 매호천과 욱수천보다 사암층이 더 자주 관찰된다. 건열이 관
찰되는데, 이곳에서는 층리면의 노출 면적이 좁다. 건열은 발자국 화석층 상하부에서 관
찰된다. 퇴적 구조와 암상 등을 근거로 할 때, 무학산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얕은 수심
을 가진 호수 또는 호수 주변부 환경으로 해석된다. 

무학산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계곡에 노출된 암반에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다. 모두 
5개의 용각류 발자국이 분포하는데, 보행렬에 속하는 4개의 발자국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별 발자국 1개가 있다. 보행렬에 속하는 4개의 발자국은 앞발자국이 2개, 뒷
발자국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오른쪽 앞발자국과 뒷발자국이다. 

발자국 화석의 분포와 형태적 특징을 확인하기 위하여 3D 이미지를 제작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분포도와 다양한 3D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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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화석산지 문화재 지정 가치 검토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5조(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기준)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
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지정문화재로,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 별표 1에는 지질,광물 분야 기념물 지정 기준으로 가) 암석 
또는 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 나) 거대한 석회동 또는 저명
한 동굴, 다) 특이한 구조나 형태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저명한 지형ㆍ지질, 라) 지층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 마) 학술상 특히 귀중한 표본, 바) 온천 및 냉광천을 언급하
고 있다. 

본 연구 대상인 매호천, 욱수천, 무학산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및 매장문화재에 해당되며,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로서 시지정문화재 지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1. 매호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의 문화재 지정 가치

매호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에 대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학술적․보존적 가치를 지
닌다. 

가. 매호천 화석산지는 중생대 백악기 약 1억 년 전-9천만 년 전에 서식했던 용각류
(목 긴 초식공룡), 조각류(초식 공룡), 수각류(육식 공룡) 발자국 화석과 이족 보
행 악어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화석 27개가 한 장소에서 발견된다. 이는 수성구 매
호천 지역이 과거 공룡의 땅이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자 다양한 공룡이 살
았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나. 용각류, 조각류, 수각류 공룡과 이족 보행 악어 추정 발자국 화석은 다수의 공룡 
발자국 화석층(multiple track-bearing layer)에서 발견되며, 모두 12개 발자국 화
석층이 존재한다. 이는 백악기 공룡과 악어 추정 동물들이 오랜 시간 이곳에 머물
면서 활동하였음을 의미한다. 

다. 구과목(Coniferales)에 속하는 식물 화석(슈도프레네롭시스?, Pseudofrenelopsis? 
sp.)이 공룡 발자국 화석과 함께 보존되어 있다. 이는 초식 공룡과 연관지어 설명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백악기 생태 환경과 먹이 사슬을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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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유용하다. 
라. 매호천 화석산지에는 3곳에서 암맥(dyke)을 관찰할 수 있다. 암맥은 마그마의 활

동에 의해 형성된 관입 화성암으로 매호천 일대 암석의 생성과정 등을 추론할 수 
있다. 매호천에서는 규장질 암맥과 중성질 암맥이 존재하는데, 규장질 암맥은 자형
의 사장석 반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문암의 조성을 가진다. 중성질 암맥은 현무암
질 안산암으로 분류된다. 특히 규장질 암맥의 절대연령 측정 결과, 90.63±0.76 
Ma로 측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매호천 공룡 발자국 화석층(진동층)은 최소 9천만 
년 전보다 오래된 퇴적암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입 화성암은 매호천 일대 
지질 형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마. 매호천에서는 건열과 연흔 등의 퇴적구조가 관찰된다. 이는 퇴적 당시의 고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매호천이 백악기에는 호수 주변부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
다. 

사. 또한 대도심에 위치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국내에서는 그 사례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대도심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 교
육적 활용도가 용이하여 그 가치가 타지역보다 높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매호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보존 가치가 있는 화석
산지”라고 판단되며,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건의한다. 

2. 욱수천과 무학산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의 문화재 지정 가치

가. 욱수천 화석산지는 중소형 용각류 공룡이 걸어간 보행렬이 관찰된다. 용각류 공룡
은 최대 길이가 약 40 m 이상이며, 몸무게는 수십 톤에서 100톤이 넘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도 어린 시기가 있었으며, 중소형 보행렬은 그리 흔하지 않다. 

나. 욱수천 용각류 보행렬은 앞발자국과 뒷발자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21개의 
발자국이 확인된다. 이 발자국들은 모양이 분명하고, 적절한 깊이로 찍혀 있어 공
룡의 이동 속도와 걸음걸이 등 보행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무학산 화석산지는 중형 용각류 공룡이 걸어간 보행렬이 관찰된다. 수성구 내 공룡 
발자국 화석들 중에서 가장 깊게 찍혀 있고, 누구나 쉽게 공룡 발자국임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무학산 공룡 발자국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계곡부 암반에 일부가 노출된 상태이다. 
공룡 발자국 화석을 덮고 있는 상부 퇴적층을 제거한다면, 공룡 보행렬이 연장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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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무학산 화석산지는 발자국층 상부와 하부에서 다수의 식물화석이 발견된다. 이 화
석들은 백악기 공룡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학술적 가치가 있다. 

바. 욱수천과 무학산 화석산지는 대도심 화석산지로 시민들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우수
하여 교육적 활용가치가 높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욱수천과 무학산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향토문화보존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문화재 자료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건의한다. 



수성구 내 중생대 화석산지 연구

- 107 -

제8장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보존 및 활용

1. 화석 및 화석산지 관련 제도 및 활용 사례

이번 연구를 통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매호천, 욱수천 및 무학산 일대에 많은 공룡
발자국 및 악어?발자국 화석이 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매호천과 욱수천 하상의 발
자국들은 지속적인 하천의 흐름에 의해 침식이 일어나고 있으며, 2001년 발견 이후 20
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인위적인 하천 공사에 
의한 훼손도 확인되었다. 화석산지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화석산지와 그곳에서 발견된 화석의 가치를 온전히 나타내
었다고는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공룡과 익룡 등의 화석들을 우리의 고유한 자연 유
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많은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최지은 외, 2004). 현재 수
성구 관내의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 중에 매호천과 욱수천의 공룡발자국은 현장에 보존해
도 좋은 것들이고, 무학산의 발자국은 기존 4개 발견 이후 연장선을 따라 발굴에 의해 
드러난 것으로 그 일대의 발굴이 필요하다. 화석 및 화석산지와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달성화석박물관 및 국립대구과학관의 화석전시관과 같은 시설이 준비되고 있고, 이  
지역을 대표하는 화석 및 지질 관련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하여 운영하면 교육적 효과 
및 대시민 홍보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8.1 화석 및 화석산지 관련 제도
제도적으로는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5065호, 2017.11.28.)에서 화석을 자연문화재로 

정의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정하여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법률 제14532호, 2017.01.17.)
에서는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자연공원법(법률 제
15198호, 2017.12.12.)에서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질 공원”을 제도화하고 있다. 문화재보
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은 화석 및 화석산지를 절대적으로 보존 및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면, 자연공원법의 지질공원은 보전과 동시에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함으
로써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측면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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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화석 및 화석산지 관련 박물관과 전시관
화석과 관련된 과학과, 박물관, 전시관 등은 국내에 여러 시설들이 건립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화석박물관은 경남 고성공룡박물관이며 이외에도 해남 우항리공룡박물관, 태백고
생대자연사박물관, 태백석탄박물관, 보령석탄박물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목포자연사박물
관, 달성화석박물관(2023. 7. 개관 예정) 등이 있으며, 이 박물관들은 지방자체단테에서 설
립한 박물관이다. 사립박물관으로는 공주시의 계룡산자연사박물관, 남양주시 우석헌지연사
박물관, 태안군 안면도 쥬라기박물관, 김천시 인동화석박물관 등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국
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2022. 12. 개관 예정) 등 국립과학관 내에
도 화석전시관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나 대형 화석이나 자연사박물관의 전시 표본 대부분
이 외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국내의 화석 표본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외에도 대구시교육청 산하 대구과학교육원 화석전시관, 최근에 건립된 진주 익룡 발
자국 전시관이 있으며, 경남과학교육원의 화석문화재전시관과 화석특별전시관, 자연사관
이 있다. 박물관이나 전시관보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화석 관련 시설에는 방문자센터
(Visitor Center)가 있다. 국내에서는 경기도 화성 공룡알 화석산지 방문자센터가 있다
(그림 6.1와 6.2). 

그림 144.  화석 관련 박물관, 전시관 및 방문자센터(고성군, 한국관광공사 사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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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화석 및 화석산지 관련 지질 관광 및 교육 체험 활동 사례
국가지질공원은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과 제주도 국가지질공원이 2012년 12월 27

일 같이 인증받은 이후  부산, 청송, 강원평화지역, 무등산권, 한탄강, 강원고생대, 경북동
해안, 전북서해안권, 백령∙대청,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등 13곳이 인증되었다. 

수성구 관내 매호천, 욱수천, 무학산 화석산지 및 화석산지와 관련된 시설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적 활용 사례는 국립대구과학관의 자연과학탐사캠프, 고산도서관의 고산공룡
탐사대 사업 및 한국지구과학교사협회에서 2011년부터 매년 가을에 전국 국가지질공원
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찾아가는 지질-화석 탐사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림 145. 고산도서관 공룡탐사대 야외탐사 활동.

각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및 사설 과학교육기관 등에서는 화석산지를 대상으로 한 
교사 연수, 학생 진로 및 자연탐사 등의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프로그램은 국가지질공원의 지질 관광, 지질 여행 등과 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발성(1회성) 성격의 행사로 그치고 있다. 이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
램 운영 계획을 수립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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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6. 국립대구과학관 자연탐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그림 147. 한국지구과학교사협회의 국가지질공원 대상 자연탐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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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8. 경기도중등지구과학교육연구회 화석 관련 체험 활동 및 교사 연수 프로

그램 운영.

그림 149. 다양한 화석 관련 체험 활동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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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산지 보존 및 활용 방안

대구시 수성구 관내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의 보존 및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제주도 
및 청송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후 국내에서는 여러 지자체에서 국가지질공원을 인증
받았고, 다수의 지자체에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음이 화석
산지의 중요성이 거증되었다. 국가지질공원은 화석산지를 포함하여 지질명소를 보존하고 관
광 분야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이 인증되어 여러 지자체에서 인증을 
받기위한 적극적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이에 지질명소(화석 산지 포함)의 보존과 활용
을 위한 접근로, 주차장, 화장실 등과 같은 기반 시설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필요한 후속 조치는 아래와 같다.

◈ 화석산지 안내판
화석산지 안내판은 진입 도로의 길가에 눈에 띄도록 크게 설치하고, 화석산지의 특징을 

반영하여 디자인한다. 

◈ 편의 시설
편의 시설에는 주차장, 화장실, 급수대, 벤치와 휴식 공간인 그늘막 등을 포함한다. 

◈ 이동 및 관람 데크(관람로)
이동 및 관람 데크는 대부분이 목재로 제작되어 있어 이동 중 정보 제공이 필요한 곳에

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공룡발자국 화석 산출 지점에는 접근이 쉽도록 관람 데크를 조성한
다. 이 관람 데크에는 화석의 분포와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안내판을 설치한다.

◈ 화석 산출 지점 보존, 관람 및 교육용 시설
주요 화석 산출 지점에는 보호각(무학산)을, 화석이 산출되는 암반(매호천 및 욱수천)에는 

풍화와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 방문자 센터(관리 사무실)
국가 지정 기념물과 같은 주요 화석산지인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자 센터(박물관)가 건립

되어 있어, 센터 내에는 전시 공간, 교육 공간, 기념품 판매, 관리 사무실 등이 배치되어 
있으나 수성구 관내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기존의 문화해설사 중 지질분야의 해설사를 추
가로 배치하여 해설사 교육을 통해 양성한 후 방문 학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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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전략 수립 및 실행
정보통신의 발달로 수 많은 사람들이 지질명소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얻하는 데, 인스

타그램, 페이스북, 카페, 밴드, 홈페이지, 유투브,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하여 검색한다. 검
색된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여행계획을 세워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등 관람객 주
도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따라서 각종 매체를 통해 대외적으로 자주 노출시키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의 수립과 실행도 매우 중요하다.

◈ 관람객 의견 수렴(피드백) 방안 마련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환경에 친숙하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유투브, 블로그, 개인 SNS에서 자신들이 방문한 곳을 
사진과 함께 방문평을 남기고 있다. 방문객들의 방문 기록과 의견 등을 꾸준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은 향후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 관람객 의견 반영 및 개선 방안 마련 절차 수립
관람객의 의견을 수렴만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개선 정책에 반영하지 않

는다면, 지속적으로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절
차를 만들어서 개선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매뉴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 자연탐사활동 및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학습 자료집 제작
매호천과 욱수천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 인근에는 어린이집 16개, 유치원 16개, 초등학

교 9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2개, 무학산 화석 산지 인근에는 어린이집 14개, 유치원 
11개, 초등학교 7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등 수많은 교육기관에서 아이들과 학생
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전세계에서 드물게 도심 한가운데 공룡화석산지가 분포하고 
있다. 아이들과 학생들이 도보로 혹은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10여분 이
내 접근 가능하기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자료물(Hand-out)을 만들어 수준에 맞
는 다양한 자연탐사, 체험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의 현황 및 활용 방안
가. 화석산지 도로 안내판
전남 화순군 서유리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에 접근하는 도로에 화석산지임을 알리는 도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안내판은 가시성이 뛰어나고, 공룡 일러스트가 포함된 특색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그림 150, 151). 이와 유사하게 수성구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에도 특색 있는 도로 안내판을 다수의 장소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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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동 및 관람 데크(관람로)
제오리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화석 산지 바로 아래 일부 공

간을 제외하면 마땅한 관람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주차장과 화석 산지 사이에 도
로가 있어 무단횡단을 하여야만 화석산지에 접근하여 관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관람객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더하여 백인성 외 (2013)은 제오리 화석산지는 도로 옆에 있
기 때문에 차량이 지나갈 때 발생시키는 진동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손상이 누적되고 있다
고 보고하였다.

그림 150. 화순 서유리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도로 안내판.

그림 151. 새로운 우회 도로 경로와 주차장 위치 예시. (제오리 화석산지?)

다. 편의 시설
편의 시설에는 주차장, 화장실, 급수대, 벤치와 그늘막 등이 있다. 화장실은 화석산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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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설로 반드시 필요하며, 이외에도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와 그늘막의 설치가 
필요하다.

라. 화석산지 보존 시설
보호각은 빗물에 의한 화석산지의 풍화와 훼손을 방지하고, 강한 태양빛으로부터 화석산

지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매호천과 욱수천은 상시 흐르는 하상에 공룡발자국이 분포하고 있기에 하상의 물길을 돌

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무학산은 발굴을 통해 더 많은 발자국을 노출시킨 후 보호
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보호각을 설치할 때 층리면의 경사를 고려해 반드시 배수로를 
설치하여 물에 의한 풍화를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층리면을 따라 겨울에 얼음이 얼면서 
부피 팽창에 의한 풍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따뜻한 시기에는 이끼와 같은 지의류의 서식
에 따른 풍화가 진행되기에 이에 대한 방지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152. 제오리 화석산지의 보호각 예시.

마. 화석산지 활용 방안
1) 공룡 발자국 화석 분포도 활용 방안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석산지에서 알 수 있는 1억 
년 전 백악기의 공룡의 활동 모습과 현재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다양한 지질학적 지식(법
칙)을 근거로 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본 과업을 통해 작성한 매호천, 욱수천 공룡 발자국 분포도는 공룡의 행동 패턴과 보행 
방향, 생성 순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퇴적 구조와 지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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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매호천, 욱수천, 무학산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의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개
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매호천, 욱수천, 무학산 공룡 발자국의 종류 파악하기(발자국 생성 공룡의 종류 파악)
나) 매호천, 욱수천, 무학산 공룡 발자국이 만들어진 순서 맞추기
다) 매호천, 욱수천, 무학산 공룡 발자국의 행동 패턴 알아보기
라) 매호천, 욱수천, 무학산 공룡들이 걸어갈 때, 이곳은 어떤 환경이었을까?
마) 매호천, 욱수천, 무학산 공룡들이 걸어간 후에는 어떤 지각 변동이 있었을까?
바) 진흙이 단단한 암석으로 변하는 마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2) 투명 패널 활용 방안
 아크릴 등의 투명한 소재에 일러스트를 인쇄하여 복원도를 활용하는 방안은 화석산지 

혹은 문화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생동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
적인 예로 부여의 능산리 사지 터에서는 투명 패널을 활용하여 과거 존재하였던 절의 모습
을 재현하였으며, 재현된 건축물은 인근에 위치한 백제문화단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153). 매호천, 욱수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에는 다음 두 가지 방안을 활용하여 복원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가) 공룡 발자국 분포도를 투명 패널을 이용하여 제시하는 방법
나) 공룡 발자국 위에 공룡의 상상도를 투명 패널을 이용하여 제시하는 방법

그림 153. 능산리 사지 터 투명 패널. 예시

3) 3D 프린팅을 활용한 발자국 복제품 제작 및 설치  
화순 서유리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에서는 화석산지로 진입하는 공원에 발자국 복제품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이 이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사한 시설을 매호천, 욱수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에 설치하고, 발자국에 상응하는 공룡의 상상도 또는 모형을 함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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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 관람객이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기 쉽도록 할 수 있다. 또한 3D 프린팅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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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결론

수성구 내 중생대 화석산지는 지금까지 매호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욱수천 공룡 발
자국 화석산지, 무학산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담티고개 패갑류 화석산지, 이천동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로 모두 5곳이 알려져 있다. 이 중 매호천, 욱수천, 무학산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 매호천, 욱수천, 무학산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에서는 각각 27개, 22개, 5개의 공룡 
발자국이 확인되었다. 매호천에서는 용각류, 수각류, 조각류 및 이족 보행 악어 추정 발
자국이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수각류 발자국이 가장 많은 비율(40.7%)을 차지한다. 욱
수천에서는 용각류 보행렬이 있으며, 앞발자국과 뒷발자국이 분명한 전형적인 용각류 보
행 패턴을 보이고 있다. 무학산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에서는 5개의 용각류 발자국이 확
인된다. 4개 발자국으로 이루어진 1개의 보행렬과 1개의 개별 발자국이 확인되었다. 

나. 매호천, 욱수천, 무학산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의 공룡 발자국 분포를 정확히 기록
하기 위해 각각의 분포도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3D 이미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모든 
발자국들에 대해서 3D 스캐닝을 진행하였고, 이를 3D 이미지로 제작하였다. 

다. 매호천, 욱수천, 무학산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25만 지질
도폭에 의하면 모두 진동층에 해당된다. 주요 구성 암석은 암회색 셰일이며, 지역에 따라 
미사암, 사암, 석회질 단괴 등을 포함한다. 건열과 물결자국이 일반적으로 관찰된다. 따라
서 3곳의 화석산지는 얕은 수심의 호수 환경이거나 호수 주변부 환경으로 해석된다. 

라. 매호천과 욱수천 지역에서 관입 암맥의 분포를 조사하고 이중 매호천에 분포하는 
규장질 유문암맥에 대해서 SHRIMP 저어콘 U-Pb 연대를 측정하였다. 모두 6곳에서 암
맥을 확인하였다. 매호천의 암맥은 유문암과 현무암질 안산암에 해당하며, 욱수천의 암맥
은 석영맥, 데사이트, 조면안산암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모두 반심성암으로 판단되며, 
이들의 주입 및 관입은 대체로 고각의 남-북 내지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불연속면을 따
라 체계적으로 일어났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관입 암맥 중 매호천 하상의 규장질 유문암맥의 SHRIMP 저어콘 U-Pb 연대는 
90.63±0.76 Ma(9천6십3만 년 전±76만 년)이다. 따라서 수성구 내 진동층은 약 1억 년 
– 96백만 년 전 사이에 퇴적되었으며, 규장질 유문암은 약 9천만 년 전에 관입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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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다. 

사.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시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의 지정 기준을 명
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매호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다중의 발자국 화석층에서 
용각류, 수각류, 조각류 발자국 등 모든 종류의 공룡 발자국이 존재한다. 이에 더하여 악
어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보행렬이 함께 발견되고, 식물 화석, 퇴적구조 및 암맥 등이 분
포하고 있다. 그리고 대도심에 위치한 지리적인 이점이 존재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매호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보존 가치가 있는 화석산지”라고 판단되어,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건의한다. 

아. 욱수천과 무학산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중소형 용각류 공룡 보행렬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점, 발자국 화석이 깊게 찍혀 있어 누구나 쉽게 공룡 발자국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두 곳의 화석산지는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문화재 자
료로 지정할 것을 건의한다.

자.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를 활용한 교육자료집 및 학생활동지를 
제작해 제공하여 학생들 수준에 맞는 야외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작업이 필
요하다.



제9장 결론

- 120 -

참고문헌
김옥준, 1972, 남한 중부지역 선캄브리아계의 층서와 지질구조. 광산지질, 5, 231-240.

윤현수, 이진영, 양동윤, 홍세선, 김주용, 이상헌, 2010, GIS에 의한 경북-대구지역 구성암

류의 지질시대별 및 암종별 분포율, 한국암석학회지. vol. 19, no. 1, p.1~18

김동학, 황재하, 박기화, 송교영, 1998, 1 대 250,000 부산 지질도 및 설명서. 한국자원연

구소, 62p

대한지질학회. 1999. 한국의 지질. 서울: 시그마프레스.

장기용, 박순옥, 1997, 경상분지 중앙부의 구조발달사와 화산활동사. Econ Environ Ceol, Vo 30, No.

2, 143-151

김정환, 2005, 한국의 지층. 시그마프레스

원종관, 고중배, 홍승호, 1971, 1대 50,000경 경산도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황재하, 김동학, 조등룡, 송교영, 1996, 한국지질도(1:50,000) 안동도폭 및 설명서. 한국자

원연구소, 67p

황재하, 김동학, 박기화, 송교영, 1998, 한국지질도(1:250,000)부산도폭 및 설명서. 한국자

원연구소, 62p

윤철수, 백광석, 이승수, 2003, 화석과 만나는 자연사 여행. 도서출판 동아문화사

박두광, 임성규, 2002,  대구시 수성구 욱수천에서 산출되는 용각류 공룡발자국. 한국지구

과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발표 논문요약집. Feb. 22 , pp.47 – 47  
대구과학고등학교(김태완), 2012, 경북지역 화석 산지를 활용한 Geo-tourism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창의과학재단 R&E연구보고서 

허민, 백인성, 정철환, 박재봉, 김보성. (2001). 전남 여수시 도서 지역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

석. 지질학회지, 37(4), 653-658.
최태진, & 권민규. (2019). 쇄설성 저어콘 U-Pb 연대 측정을 이용한 백악기 의성소분지 

사암의 퇴적시기와 기원지. 지질학회지, 55(5), 551-581.

곽세건, 허민, 김보성, 백인성. (2007). 한반도 공룡발자국에 의한 백악기 공룡 생태 복원 기초 연구

(1) : 수각류 공룡발자국 형태 연구. 고생물학회지, 23(1), 115-138.

김경수, 김정민.(2013). 화석 문화재 조사 및 보존을 위한 새로운 발굴 방법. 대한지질학회 학술대

회, p. 170.

김경수, 김정민, 손명준, 하성욱, 최지완, 임종덕 (2013). 천연기념물 제534호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

룡 발자국 화석산지의 익룡발자국 산출현황.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p. 342.

김경수, 서승조, 김정민, 하성욱, 최지완, 손명준. (2014). 전북 군산 산북동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수습 조사 보고서. 군산: 군산시.



수성구 내 중생대 화석산지 연구

- 121 -

김경수, 서승조, 정철환, 배슬미, 김남주, 강지원. (2020).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9-1번지 일원 건물 

신축부지 내 화석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진주: 한국지질유산연구소

김보성, 허민, 문기현, 장성재. (2011). 전남 신안 압해도 수각류 둥지 화석 구제 발굴 조사 및 복원. 

지질학회지. 47(2). 205-211.

김항묵, 서승조. (1992). 천연기념물 화석. 암석류 및 공룡발자국 화석류 학술조사. 서울: 대한지질학

회.

김현주, 황구근, 정호현, 안호용, 최철웅, 임현수, 최태진, 채용운, 백인성. (2019). 경북 청송군 신성

리 백악기 사곡층의 공룡발자국화석 퇴적층: 산상 및 고환경. 지질학회지, 55(5), 495-511.

임종덕, 공달용, 김경수, & 김태형. (2010). 천연기념물 제 395호 진주 가진리 새 발자국과 공룡 발

자국 화석산지의 새로운 해석. 한국지구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 21.

임종덕. (2014). 지질유산으로서의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보존과 활용 방안을 위한 사례 연구. 지질

학회지, 50(1), 151-163.
정기영, 김수진. (2004). 35번 고속도로 고성 교차로 지역 공룡 발자국의 보존을 위한 응용광물학적 

연구. 한국광물학회지, 17(3), 189-199.

허 민. (2016). 공룡의 나라 한반도 중생대 이 땅의 지배자를 추적하는 여정. 서울: 사이언스북스.

허민, 황구근. (2004). 공룡발자국 –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고생물학회 단행본, 319-335.

허민, 백인성, 정철환, 박재봉, 김보성. (2001). 전남 여수시 도서 지역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

석. 지질학회지, 37(4), 653-658.
허민, 백인성, 정철환, 황구근, 김보성. (2003). 전남 화순군 서유리에서 산출된 수각류 공룡 발자국.

 지질학회지, 39(4), 461-478.
최태진, 권민규, 2019, 쇄설성 저어콘 U-Pb 연대 측정을 이용한 백악기 의성소분지 사암

의 퇴적시기와 기원지. 지질학회지, 55, 551-581.

허민, 이융남, 임성규, 황구근,  1998, 해남 공룡화석지 종합학술연구. 전남대학교 박물관․
전라남도․해남군, pp. 49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2,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수성구&ridx

=0&tot=1760

영남일보, 2013,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30913.010340813000001

Choi, H.I., 1986, Sedimentation and evolution of the Cre-taceous Gyeongsang Basin, 

southeastern Korea.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London, v. 143, p. 29-40.

Chang, K. H. (1975). Cretaceous Stratigraphy of Southeast Korea.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11(1), 1-23

Chang, K.H., 1977, Late Mesozoic stratigraphy. sedimentation and tectonics of southeastern Korea.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13, 76-90



제9장 결론

- 122 -

Chang, K.H., 1987, Cretaceous Strata, Chapter 6-4, In: Lee, D.-S. (Ed.), Geology of 

Korea. Seoul, Kyohak-Sa,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157-201.

Chang, K.H., 1988. Cretaceous stratigraphy and paleocurrent analysis of Kyongsang 

Basin, Korea.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24, 194–205.
Chang, K.H., Woo, B.G., Lee, J.H., Park, S.O., Yao, A., 1990. Cretaceous and Early 

Cenozoic stratigraphy and history of eastern Kyongsang Basin, S.Korea.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26, 471–487.
Chough, S. K., & Sohn, Y. K. (2010). Tectonic and sedimentary evolution of a Cretaceou

s continental arcbackarc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New view. Earth Science Re

views, 101, 225-249

Thulborn, T. (1990). Dinosaur Tracks. New York: Springer.

Currie, P. J. and Koppelhus, E. B., 1996, 101 question about dinosaurs. Canada, Dover P

ublications.

Lockley, M. G., 1991, Tracking Dinosaurs : a new look at an ancient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38.

 Lockley, M. G., 1991, Tracking Dinosaurs : a new look at an ancient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38.

Coombs, W. P., 1978, Theoretical aspects of cursorial adaptations in dinosaurs. Quarterly 

Review of Biology, 53 : 393-418.

Bakker, R. T., 1972, Anatomical and ecological evidence of endothermy in dinosaurs. Nat

ure, London, 238 : 81-85.

Russell, D. A., 1972, Ostrich dinosaurs from the Late Cretaceous of western Canada. Ca

nadian Journal of Earth Sciences, 9 : 375-402.

Alexander, R. McN., 1976, Estimates of speeds of dinosaurs. Nature, London, 261 : 129-1

30.

Alexander, R. McN., 1977, Mechanics and scaling of terrestrial locomotion. In Pedley, T. 

J. (ed.), scale Effects in Animal Locomotion. Academic Press, London, pp. 93-110.

Thulborn, R. A. and Wade, M., 1984, Dinosaur trackways in the Winton Formation (mid-

Cretaceous) of Queensland. Memoirs of the Queensland Museum, 21 : 413-517.

Thulborn, R. A., 1989, The gaits of dinosaurs. In Gillette, D. D. and Lockley, M. G., (ed

s.), Dinosaur tracks and tra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p. 39-50.

Lockley, M. G., Young, B. H., and Carpenter, K., 1983, Hadrosaur locomotion and herdin

g behaviour : evidence from footprints in the Mesaverde Formation, Grand Mesa Coal 



수성구 내 중생대 화석산지 연구

- 123 -

Field, Colorado. The Mountain Geologist, 20 : 5-14.

Lockley, M. G., 1987, Dinosaur footprints from the Dakota Group of Eastern Colorado. T

he Mountain Geology, 24 : 107-122.

Lockley, M. G., 1991, Tracking Dinosaurs : a new look at an ancient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38.

Lockley, M. G., 1994, Dinosaur ontogeny and population structure : Interpretations and s

peculations-based on fossil footprints. In Carpenter, K., Hirsch, K. F., and Horner, J. 

R. (eds.), Dinosaur eggs and bab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372 p.

Lockley, M. G., Fleming, F., Houck, K., Yang, S. Y., and Lim, S. K., 1993, Dinosaur trac

ks in intrusive igneous rock, Ichnos, 2 : 213 - 216.

Chang, K. H., Park, S. O., & Kim, H. S. (1997). Cretaceous stratigraphy and geologic hist

ory of medial Kyongsang Basin: tectonics and volcanism. Geosciences Journal, 1(1), 2-9.

Lee, T. H., Park, K. H., & Yi, K. (2018). Nature and evolution of the Cretaceous basins 

in the eastern margin of Eurasia: A case study of the Gyeongsang Basin, SE Korea. Jo

urnal of Asian Earth Sciences, 166, 19-31.

Agnew, N. & Demas, M. (2016). Fossil tracks and trackways: The dilemmas of preservation. Journ

al of Paleontological Techniques, 15: 3-21.

Fujita, M., Lee, Y. N., Azuma, Y., & Li, D. (2012). Unusual tridactyl trackways with tail traces fro

m the Lower Cretaceous Heoku Group, Gansu Province, China. PALAIOS, 27(8), 560–570. https://
doi.org/10.2110/palo.2012.p12-015r

Hwang, K. G., Huh, M., Lockley, M. G., Unwin, D. M., & Wright, J. L. (2002). New pterosaur trac

ks (Pteraichnidae) from the Late Cretaceous Uhangri Formation, southwestern Korea. Geological 

Magazine, 139(4), 421–435. https://doi.org/10.1017/s0016756802006647
Kim, J. Y., Kim, S. H., Kim, K. S. & Lockley, M. (2006). The oldest record of webbed bird and pt

erosaur tracks from South Korea (Cretaceous Haman Formation, Changseon and Sinsu Islands): 

More evidence of high avian diversity in East Asia. Cretaceous Research, 27(1), 56–69. https://do
i.org/10.1016/j.cretres.2005.10.005

Kim, J. Y., Lockley, M. G., Kim, K. S., Seo, S. J. & Lim, J. D. (2012). Enigmatic Giant Pterosaur T

racks and Associated Ichnofauna from the Cretaceous of Korea: Implication for the Bipedal Loco

motion of Pterosaurs. Ichnos, 19(1-2), 50–65. https://doi.org/10.1080/10420940.2011.625779
Kim, K. S., Seo, S. J., Kim, J. M., Ha, S. W., Choi, J. W. & Son, M. J., (2014a), A report on dinosa

ur tracks collected by excavation in Sanbuk-dong, Gunsan-si, Korea. Gunsan-si, 8 p. (in Korean)

Kim, K. S. (2016). New Excavation Method and its Applications for Fossil Footprints. Journal of the 



제9장 결론

- 124 -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37(3), 143–161. https://doi.org/10.5467/jkess.2016.37.3.143
Lim, J. D., Kong, D. Y., Kim, S. Y., Kim, T. Y. & Nam, S. C. (2008b). Discovery of the longest ba

by sauropod trackway from korea. Journal of Vertebrate Paleontology, 28(3), 106A.

Lim, J. D., Lockley, M. G. & Kong, D. Y. (2012). The Trackway of a Quadrupedal Ornithopod fro

m the Jindong Formation (Cretaceous) of Korea. Ichnos, 19(1–2), 101–104. https://doi.org/10.1080/1
0420940.2012.664059

Lim, J. D. (2014). A case study on the preservation of dinosaur fossil sites and application plans a

s geological heritage.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50(1), 151-16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ttps://doi.org/10.14770/jgsk.2014.50.1.151

Lockley, M. G., Kim, J. Y., Kim, K. S., Kim, S. H., Matsukawa, M., Rihui, L., Jianjun, L., & Yang, 

S. Y. (2008). Minisauripus―the track of a diminutive dinosaur from the Cretaceous of China and 

South Korea: implications for stratigraphic correlation and theropod foot morphodynamics. Cretac

eous Research, 29(1), 115–130. https://doi.org/10.1016/j.cretres.2007.04.003
Lockley, M. G., McCrea, R. T., & Buckley, L. G. (2015). A review of dinosaur track occurrences f

rom the Morrison Formation in the type area around Dinosaur Ridge. Palaeogeography, Palaeocli

matology, Palaeoecology, 433, 10–19. https://doi.org/10.1016/j.palaeo.2015.05.018
Rukang, W., & Shenglong, L. (1983). Peking Man. Scientific American, 248(6), 86–95. http://www.jst
or.org/stable/24968922

Xing, L. (2012). A new Dromaeosauripus (Dinosauria: Theropoda) ichnospecies from the Lower Cre

taceous Hekou Group, Gansu Province, China. Acta Palaeontologica Polonica, 58(4), 723-730. http

s://doi.org/10.4202/app.2011.0115

Yoon, H. S., Lee, Y. N., Jung, S. H., Kong, D. Y., Kim, S. H. & Son, M. (2021). A juvenile ornitho

pod tracksite from the Lower Cretaceous Haman Formation, South Korea. Cretaceous Research, 

125, 104877. https://doi.org/10.1016/j.cretres.2021.104877



대구시 수성구내 중생대 백악기 화석산지 

학술연구 결과 보고서

인쇄일 2022年  7月  22日

발행일 2022年  7月  22日

발행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한국지구과학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답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자연과학관 313호

전화:(043)231-7415
인쇄처 삼흥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