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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1:50,000 축척의 여수·개도·돌산도·소리도 도폭 지질조사 사업은 2014년

부터 시작하여 2015년까지 2년간에 걸쳐 미래창조과학부 출연과제로 수행되었

다. 조사지역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축척 1:50,000의 광양도엽(도엽번호 

NI 52-6-03)의 남쪽 1/3지역, 여수도엽(도엽번호 NI 52-6-10), 돌산도엽(도엽번호 

NI 52-6-11)의 남쪽 2/3지역과 소리도엽(도엽번호 NI 52-6-18)의 북쪽 2/3지역에 

해당 지역으로서 경도 127°30′00″〜 127°45′00″, 북위 34°30′00″〜 
34°50′00″와 경도 127°45′00″〜 128°00′00″, 북위 34°20′00″〜 
34°40′00″내에 위치한다(Bessel 좌표계 기준). 행정구역상으로 조사지역은 대

부분 여수시에 해당하며, 개도도폭의 서부 고흥도폭과의 경계부에 고흥군 영남

면의 일부를 포함한다. 여수도폭의 북서부에 여수시 율촌면 일부, 소라면, 화양

면과 여수시가 위치하고, 개도도폭에는 여수시 화양면, 화정면, 돌산읍, 남면과 

고흥군 영남면의 일부가 위치하며, 돌산도도폭에는 여수시 돌산읍과 남면이 소

리도도폭에는 여수시 남면이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의 주요 교통편은 북서-남동방향인 여수반도를 따라 조사지역의 

중앙부를 가로지르며 돌산도까지 이어지는 17번 국도, 이 도로와 거의 평행하게 

여수반도의 서측에 위치한 863번 지방도가 대표적이다. 17번 국도에서 분기되어 

여수도폭의 북동부를 연결하는 북동방향의 77번 국도와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산업도로가 있으며, 여수시 남서부 화양면 일대에는 863번 지방도에서 

분기되어 백야도까지 연결되는 22번 지방도 등이 주요 도로이며 교통이 발달한 

편이다. 또한 여수시 여수엑스포역에서 전주로 이어지는 전라선 철도가 17번 국

도와 나란히 지나가고 있다.

여수도폭의 북부 광양도폭(박희인 외, 1989), 북서부 순천도폭(이민성 외, 

1989)과 북동부 남해도폭(장기홍 외, 1989)와 동부 서상도폭(장기홍 외, 1989)은 

이미 발간되었으며, 서부 대강리도폭은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도도

폭의 서부 고흥도폭은 여수·개도·돌산도·소리도 도폭과 같은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져 2015년 같이 발간된다.

조사지역 주변은 지체구조상으로 영남육괴의 남부에 위치하며, 원생대의 편

마암류위에 백악기의 퇴적암이 부정합적으로 퇴적되고 백악기 화산암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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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입 또는 분출한 후에 화강암류가 관입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지역이다(최범

영 외, 2002). 여수·개도·돌산도·소리도 도폭 지역의 지질은 하부에서부터 백

악기 퇴적암인 신동층군의 하산동층, 화산암류인 유천층군의 안산암질 응회암과 

유문암질 응회암이 주로 분포하며 백악기의 화성암류인 유문암, 안산암, 화강섬

록반암과 돌산화강암이 관입하고 있으며 이들을 부정합적으로 피복하는 제4기 

충적층이 분포한다.

여수·개도·돌산도·소리도 도폭 지역에 대한 연구는 1대 100만 한국지질

도(최위찬 외, 1995)와 1대 100만 한국지체구조도(황재하 외, 2001), 동위원소 연

대지도(신성천과 진명식, 1995), 1:250,000 여수 지질도폭(최범영 외, 2002)에서 

광역적인 지질상황과 지화학 자료가 조사 발간되었고, 조사지역과 연관되어 경

남 남해지역 백악계 층서와 퇴적암(이영길 외, 1989), 심성암체에 대한 암석지화

학적 연구(김희남, 1992), 돌산지역 화강암체의 암석지화학적 연구(김희남과 박

천영, 1994), 남해지역 화강암류의 암석지화학적 및 광물화학적 연구(김희남 외, 

1995), 금산 미문상화강암에 대한 암석기재(좌용주, 1997), 여수시 도서지역의 공

룡발자국 화석(허민 외, 2001), 여수시 도서지역의 백악기층에 나타나는 화성활

동 및 퇴적시기(박계헌 외, 2003), 여수시 백악기 화강암류의 지화학적 연구(위

수민과 김은효, 2009)와 여수지역 백악기 호성층에 발달한 윤회퇴적층의 특성 

및 기원(백인성 외, 2009) 등의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지질도폭조사는 야외조사와 실내연구로 크게 구분되어 수행되었다. 야외조

사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축척 1:50,000의 여수, 돌산, 소리와 광양 지형

도와 1:25,000 축척 신풍, 쌍봉, 화양, 여수, 돌산, 랑도, 개도, 우학과 소리 지형

도를 기본도로 하여 노두에서 관찰되는 암석학적 기재, 지층들의 산상, 상호 접

촉관계, 분포 추적, 지질구조 요소 수집 등 모든 지질학적 현상을 기재하고 측

정하였으며, 실내 분석을 위한 암석 시료를 채취 하였다. 이들 야외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인 암석, 지질구조요소 등 제반자료들을 대상으로 실내연구를 통해 암

석기재학적 특성, 박편 제작, 암석 성분 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도폭구역의 정확

한 지질계통 확립을 위해 2개 암체에 대한 SHRIMP 저어콘 U-Pb 연대측정을 실

시하고 6개 암체에 대한 K-Ar 연대측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연구과정을 

통하여 전 조사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질자료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각종 지층 

및 암체들의 층서를 체계화하고 지질현상을 종합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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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 형

여수·개도·돌산도·소리도 도폭 지역의 지형은 조사지역의 북부에 해당

하는 여수반도를 중심으로 서남부는 화양반도 및 백야도, 낭도, 개도 등 부속도

서가 연결되고 동남부는 돌산도, 금오도, 연도 등 남북방향의 부속도서가 연속

되고 있다. 한반도 남해안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조사지역의 지형은 한반도 서

남해안 특유의 리아스시식 해안으로 해안선의 만곡이 매우 심하고 크고 작은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릉의 방향이 대부분 북서-남동 방향이 우세하

고 이를 가로지르는 북동방향의 선구조가 뚜렷하게 인지된다(그림 2-1). 또한 

조사지역의 대부분을 백악기 화산암류와 화성암류가 분포하고 있어 해수면 대

비 매우 급경사를 이루는 산지 지형을 이루고 있다.

조사지역에서 유일하게 충적평야와 함께 낮은 고도의 구릉지가 넓게 펼쳐

져있는 곳은 여수도폭의 북부 여수공항 남쪽과 여수산업단지의 평야지대와 일

부 간척지 지역뿐이다.

조사지역의 북서부 지역은 북동방향의 해안, 산지가 발달하면서 북동방향의 

계곡이 발달하고 있으며, 북에서 남동방향으로 황새봉(393.7m), 가마봉(366.1m), 

비봉산(256.2m)과 안심산(347.9m)이 능선을 형성하고 있다.

조사지역의 북동부 지역은 조사지역에서 가장 높은 진례산(509.7m)을 중심

으로 남서방향으로 영취산(436.6m), 호랑산(481.9m)과 전봉산(379.3m)이 북동-남

서방향의 능선을 이루며, 412.7m 고지, 봉화산(467.2m), 호암산(279.9m), 고락산

(337.4m), 마래산(385.0m)과 구봉산(386.0m)이 같은 북동방향의 능선을 이루면서 

두 능선 사이에 능선과 평행한 북동-남서방향의 좁고 뚜렷한 계곡이 발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조사지역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지를 이루는 지역이다.

화양반도가 위치한 중서부 지역은 화양반도의 남부 해안에 서이산(296.3m), 

이영산(334.2m), 고봉산(362.0m)과 봉화산(372.4m)이 북서-남동방향의 능선을 이

루며 바다와 접하고 있고, 이 능선의 북쪽에는 비봉산(310.4m)과 안양산(327.5m)

이 하나의 산지를 이루고 있다.

조사지역의 중동부 지역은 돌산도로서 돌산도의 북부는 봉화산(256.2m) 줄

기와 본산(256.2m) 줄기가 북동과 동북동방향의 능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돌산

도의 남부는 천주산(384.0m), 봉황산(460.3m)과 금오산(320.9m)이 북서-남동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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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능선을 형성하고 있다. 돌산도의 중부를 동서방향의 계곡이 가로지르며 이 

계곡을 경계로 능선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림 2-1. 여수·개도·돌산도·소리도 도폭 지역의 지형을 보여주는 DEM(전산

고도모형).

조사지역의 남동부는 금오도, 안도, 연도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금오도의 

북부는 대부산(382.0m), 326.5m 봉우리, 옥녀봉(260.8m)과 251.9m 고지로 이어지

는 능선이 ∧모양을 형성하고 있으며 금오도의 남부는 259.5m 고지에서 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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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0m), 안도의 214.0m 봉우리로 이어지는 북서-남동방향의 능선이 형성되어 

있다. 안도와 연도는 섬의 형태가 남북방향으로 형성되면서 능선이 연결되고 연

도의 최고봉은 증산(231.0m)이다.

여수·개도·돌산도·소리도 도폭 지역은 그림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

도지역에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평야지대나 계곡의 발달이 미약하여 큰 

규모의 하천은 없으며, 조사지역 북동부에서 북동방향 계곡을 따라 흐르는 상암

천과 조사지역 북서부의 소라천이 가장 큰 하천이다.



- 6 -

3. 지질배경 및 층서

조사지역 주변은 지체구조상으로 영남육괴의 남부에 위치하며, 원생대의 편

마암류와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퇴적암류가 접하는 지역으로서 편마암류 위에 

백악기의 퇴적암이 부정합적으로 퇴적되고 백악기 화산암이 이를 관입 또는 분

출한 후에 화성암류가 관입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지역이다(최범영 외, 2002).

여수·개도·돌산도·소리도 도폭 지역의 지질은 백악기 하산동층의 퇴적

암이 일부 분포하며, 백악기 유천층군의 화산암류인 안산암질 응회암과 유문암

질 응회암이 넓게 분포하고, 백악기의 화성암류가 퇴적암과 화산암류를 관입하

며 산재하여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고 이들을 부정합적으로 피복하는 제4기 충

적층이 분포한다.

조사지역의 지질은 하부에서부터 백악기 신동층군의 하산동층, 백악기 유천

층군의 화산암류인 웅방산응회암, 신성리층, 봉화산응회암, 고흥응회암, 구봉산

응회암, 안포응회암과 협재하는 사암 및 이암, 팔영산응회암, 향일암응회암, 금

오응회암, 안도응회암과 이들을 관입한 백악기 불국사 화성암류인 유문암, 안산

암, 화강섬록반암과 돌산화강암이며, 제4기 충적층이 부정합적으로 피복하며 분

포한다(그림 3-1). 여수·개도·돌산도·소리도 도폭 지역에 분포하는 암석의 

지질계통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백악기 신동층군의 하산동층은 조사지역에서 가장 하

부층에 해당하며, 여수도폭의 북부지역에 분포하고 주로 역암, 역질 사암, 사암

과 적색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악기의 화산암류는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유천층군에 속하는 안산암질 응

회암 및 응회질 퇴적암과 유문암질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사지역의 대

부분을 차지하면서 폭넓게 분포한다. 이 화산암류는 여수도폭의 북쪽 인접도폭

인 광양도폭(박희인 외, 1989)에서는 웅방산안산암, 신성리층, 봉화산용결응회암, 

수암산유문암과 월내리안산암으로 기재하였고, 여수도폭의 동쪽 인접도폭인 서

상도폭(장기홍 외, 1989)에서는 웅방산층, 신성리층, 봉화산용결응회암과 월내리

안산암으로 분대하였다. 조사지역에서는 인접도폭에서 연장되는 암상과 노두에

서 관찰되는 암석학적 특성, 지층들의 산상, 상호 접촉관계, 분포 추적, 지질구

조 요소 등 모든 지질학적 현상을 고려하여 하부에서부터 웅방산응회암, 신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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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봉화산응회암, 고흥응회암, 구봉산응회암, 안포응회암과 협재하는 사암 및 

이암, 팔영산응회암, 향일암응회암, 금오응회암, 안도응회암으로 분대하였다. 웅

방산응회암은 여수도폭의 북동부에 분포하며, 하부는 옅은 홍색의 석영안산암질 

내지 유문암질 화산력응회암이 우세하고 상부는 진한 회색이며 반자형의 장석

반정이 반상조직을 보여주는 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이다. 신성리층은 여수도폭

의 북서부 해안에 일부 분포하며, 응회질 역암 및 각력암, 사암과 적색 이암으

로 구성되어 있다. 봉화산응회암은 여수도폭의 북부에 분포하며, 유문암질 화산

력응회암과 일부 용결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흥응회암은 개도도폭의 남서

부 끝에 매우 작은 면적으로 분포하며 장석반정을 함유한 유문암질 응회암이다. 

구봉산응회암은 여수도폭의 동부와 동남부에 분포하며, 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 

석영안산암질 응회암과 안산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포응회암은 여수도폭과 개

도도폭 지역에서 해안과 도서지역에 넓게 분포하며, 주로 석영안산암질 화산력

응회암과 일부 안산암질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층리가 발달하

는 응회암과 역암, 사암과 이암으로 구성된 쇄설성 퇴적암이 협재한다. 팔영산

응회암은 고흥반도에 폭 넓게 분포하며 개도도폭의 서쪽 고흥도폭과의 경계부

에 일부 분포하나 층서상 안포응회암과 같은 층준일 것으로 판단되고 석영안산

암질 내지 유문암질 화산력응회암으로 구성된다. 향일암응회암은 개도와 돌산도

도폭에 걸쳐 분포하며, 주로 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과 석영안산암질 응회각력암

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안산암이 관입하고 있다. 금오응회암은 금오도와 개

도, 월호도, 대두라도 등지에 분포하며, 층리가 거의 없는 괴상의 석영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과 응회각력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도응회암은 금오도의 남부, 

안도와 연도에 분포하며, 주로 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과 응회각력암, 석영안산

암질 화산력응회암으로 구성된다.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백악기의 관입암류는 백악기 불국사관입암류에 속하

며, 유문암, 안산암, 화강섬록반암과 돌산화강암으로 분류된다. 유문암은 여수도

폭에서 가장 넓게 분포하며 응회암류를 관입하고 있으며, 안산암은 여수도폭과 

개도도폭 지역에 산재하여 관입 분포하고 있다. 화강섬록반암은 주로 돌산도와 

주변 작은 섬들에 분포하고 있고, 돌산화강암은 여수도폭의 북동부, 돌산도의 

중앙부와 화양반도의 남부에 비교적 큰 암체가 분포하며 백야도, 안도와 연도에 

소규모 암체로 분포한다. 화강섬록반암은 서상도폭(장기홍 외, 1989)에서도 섬록

반암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돌산화강암은 광양도폭(박희인 외, 1989)과 서상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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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홍 외, 1989)에서 알칼리장석화강암으로 분류하였으나 알칼리장석의 양은 

적고 오히려 사장석이 훨씬 많으며 각섬석과 흑운모가 많이 산출되고, 조성성분

이 섬록암부터 화강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계로 돌산화강암으로 분류하였다.

충적층은 조사지역이 대부분 해안에 접하는 반도지형과 부속 섬들로 이루

어져 있는 관계로 분포가 넓은 편이 아니며, 여수도폭 북부 일대의 평야지대와 

소규모 하천을 따라 하천 주변에 퇴적된 분포를 보인다. 간척지는 여수도폭의 

북부 해안에 위치하며 산업공단이 조성되어 있고, 여수항 일대에 소규모의 간척

지가 위치한다.

표 3-1. 여수·개도·돌산도·소리도 도폭 지역의 지질계통표

신
생
대

제
4
기

간척지

충적층

~ 부정합 ~

중

생

대

백

악

기

돌산화강암

불
국
사
관
입
암
류

- 관입 -

화강섬록반암

- 관입 -

안산암

- 관입 -

유문암

- 관입 -

안도응회암

유
천
층
군

금오응회암

향일암응회암

안포응회암       팔영산응회암

구봉산응회암

봉화산응회암     고흥응회암

신성리층

웅방산응회암

- 분출 및 관입-

하산동층

신
동
층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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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여수·개도·돌산도·소리도 도폭 지역의 지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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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질 각론

가. 백악기 하산동층

백악기 신동층군에 속하는 하산동층은 여수도폭의 북부 신풍리 여수공항 

일대, 대포리, 덕양리, 화치동 여수산업단지 일대에 주로 분포하며 월화동에 소

규모 분포한다. 하산동층은 여수도폭에서 가장 하위층이며 하산동층의 상위층인 

백악기 유천층군의 화산암류와는 분출 및 관입에 의한 부정합적 관계를 갖고 

있다. 화치동과 월하동에서는 봉화산응회암과 지질경계를 접하고 있으나 뚜렷한 

관계를 보이는 노두가 없어 확인이 어렵다. 덕양리와 화장동 일대에서는 유문암

에 의해 관입되면서 지질경계가 접하고 있다.

하산동층은 분포 면적이 적고 노출된 노두의 발달이 미약하여 전반적인 양

상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여수도폭의 북부에서 관찰되는 하산동층은 주로 역질 

사암과 사암, 옅은 적색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암층은 여수도폭의 북부 

인접 광양도폭(박희인 외, 1989)에서 여수도폭으로 연장 분포하는 양상이며, 광

양도폭에서는 남북방향인 광양단층의 동측에 분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여수도폭에서는 단층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림 4-1. (a) 원마도가 좋은 역을 함유하고 있는 하산동층의 역질 사암. 덕양리 

덕양교 서측 도로변. (b) 적색 이암과 세립질 사암이 교호하는 하산동층의 노두 

사진. 층리면은 NS/30°W. 대포리 남해촌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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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도폭에 분포하는 하산동층은 적자색 실트스톤과 적색 이암이 우세하고 

조립질 사암 및 역암이 협재하면서 북서방향의 주향에 남서쪽으로 30∼35도 경

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여수도폭에서는 대포리 가마등과 남해촌 부근에

서 역질 사암과 사암, 옅은 적색 이암이 남북방향의 주향에 서쪽으로 30도 경사

하고 있다(그림 4-1 ⓑ). 덕양리 일대에서는 밝은 회색을 띠면서 원마도가 좋은 

역을 함유하는 조립의 역질 사암이 층리면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두껍게 노출

되어 있으며(그림 4-1 ⓐ), 월하동에서는 사암과 이암이 N50°E/10°NW의 주향과 

경사를 보이고 있어 광양도폭 지역에 분포하는 하산동층의 일반적인 층리면과 

차이가 있다. 또한 광양도폭 지역 하산동층에 나타나는 충식석회암이 여수도폭 

지역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덕양리 일대에 분포하는 밝은 회색을 띠면서 원마도가 좋은 역을 함유하는 

조립의 역질 사암은 외견상 화산성 물질의 유입이 의심되지만 열수변질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되며, 2∼5cm 크기의 반상변정질 편마암, 화강편마암, 규암 내지 

규장암과 이암 등의 다양한 역을 함유한다.

나. 백악기 화산암류

백악기의 화산암류는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유천층군에 속하는 안산암질 내

지 석영안산암질 응회암 및 응회질 퇴적암과 유문암질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조사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폭넓게 분포한다. 백악기 하산동층을 부

정합적으로 피복하고 있는 이 화산암류는 여수도폭의 북쪽 인접도폭인 광양도

폭(박희인 외, 1989)에서는 웅방산안산암, 신성리층, 봉화산용결응회암, 수암산유

문암과 월내리안산암으로 기재하였고, 여수도폭의 동쪽 인접도폭인 서상도폭(장

기홍 외, 1989)에서는 웅방산층, 신성리층, 봉화산용결응회암과 월내리안산암으

로 분대하였다. 조사지역에서는 인접도폭에서 연장되는 암상과 노두에서 관찰되

는 암석학적 특성, 지층들의 산상, 상호 접촉관계, 분포 추적, 지질구조 요소 등 

모든 지질학적 현상을 고려하여 하부에서부터 웅방산응회암, 신성리층, 봉화산

응회암, 고흥응회암, 구봉산응회암, 안포응회암과 협재하는 사암 및 이암, 팔영

산응회암, 향일암응회암, 금오응회암과 안도응회암으로 분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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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웅방산응회암

웅방산응회암은 여수도폭의 북동부인 진례산 일대, 중흥동 일대와 화치동에 

분포한다. 이 응회암의 하부에는 옅은 홍색의 석영안산암질 내지 유문암질 화산

력응회암이 우세하고, 상부에는 진한 회색이며 반자형의 장석반정이 반상조직을 

보여주며 일부 암편을 함유하는 안산암질 응회암이 우세하다. 광양도폭(박희인 

외, 1989)에서는 이 응회암의 하부에 해당하는 홍색의 화산력응회암을 적자색 

반상 안산암인 웅방산응회암으로, 상부에 해당하는 진한 회색이며 반자형의 장

석반정이 반상조직을 보여주는 화산력응회암을 월내리안산암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4-2. (a) 웅방산응회암 하부에 해당하는 옅은 홍색의 화산력응회암. 중흥동 

중흥저수지 남부 임도변. (b) 웅방산응회암 상부에 해당하는 진한 회색이며 반

자형의 장석반정이 반상조직을 보여주는 응회암 노두 사진. 상암리 임도변. (c) 

웅방산응회암 하부 홍색 화산력응회암 내에 일부 분포하면서 용결구조가 발달

하고 있는 웅방산응회암 노두. 화치동 첨산 부근 도로변. (d) 웅방산응회암 상부 

암체의 현미경 사진(교차 니콜. Qz, 석영; Pl, 사장석; Olv, 감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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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광양도폭에서 웅방산응회암으로 분류된 지역인 월내리 상촌 공장부

지 공사장에 노출된 안산암질 응회암은 밝은 회색 내지 담회색이며 장석반정이 

발달하는 화산력응회암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광양도폭에서 월내리안산암으로 

분류한 암상이 연장되는 지역에서는 담회색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던 이질적 

성분의 암편이 풍화면에서는 관찰되기도 한다.

여수도폭에 분포하는 이 암상들의 조사 결과, 하부에는 옅은 홍색의 석영안

산암질 내지 유문암질 화산력응회암이 우세하고 상부에는 진한 회색이며 반자

형의 장석반정이 반상조직을 보여주면서 일부 암편을 포함하는 안산암질 응회

암이 우세하며, 이 둘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점이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

아 이 둘은 경계부에서 지역에 따라 쐐기 형태의 설상을 보이며 호층을 이루는 

하나의 층으로 분류하였고 웅방산응회암으로 통합하였다.

중흥동 중흥저수지 일대와 화치동, 적량동 두암하촌 등지의 낮은 지대에는 

웅방산응회암의 하부에 해당하는 옅은 홍색의 석영안산암질 내지 유문암질 화

산력응회암이 우세하게 분포한다(그림 4-2 ⓐ). 전반적인 구성 성분으로 볼 때 

석영안산암질 보다는 유문암질이 우세하며, 세립의 석영과 장석 기질에 1∼3cm 

크기의 암편이 많이 관찰되고 약간의 용결구조도 관찰된다. 중흥동 중흥저수지

에서 호랑산으로 이어지는 임도변과 화치동 첨산 동측 노두에서는 1cm 미만의 

유문암 암편과 장석반정이 발달하는 유문암질 용결응회암이 관찰된다(그림 4-2 

ⓒ). 화산력응회암의 층리와 이 용결구조는 거의 정합적인 관계를 보이며 삼일

동 도로변에서 관측되는 응회암의 층리는 N30°E/18°NW의 주향과 경사를 보이

고 있다. 이 암상은 웅방산응회암의 하부에 해당하는 옅은 홍색의 석영안산암질 

내지 유문암질 화산력응회암 내에 부분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월내리에서 진례산으로 이어지는 임도 중 골도치부터 진례산 남쪽 임도변

까지 웅방산응회암의 상부에 해당하는 진한 회색이며 반자형의 장석반정이 반

상조직을 보여주면서 일부 암편을 포함하는 안산암질 응회암이 우세하게 분포

하고 있다(그림 4-2 ⓑ). 이 암상은 광양도폭에서 월내리안산암으로 분류할 정

도로 내부구조가 잘 보이지 않는 암회색의 괴상으로 산출되지만 풍화면에서는 

담회색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던 이질적 성분의 암편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 응

회암은 진례산 남쪽 임도변에서 부분적인 용결구조를 보이는 유문암질 봉화산

응회암이 웅방산응회암의 상부에 정합적으로 놓여있는 노두가 관찰되며, 북동방

향으로 관입한 중립질의 돌산화강암에 의해 층의 동부가 관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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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성리층

신성리층은 광양도폭(박희인 외, 1989)에서 정의되고 명명된 층으로서, 웅방

산안산암을 덮고 있고 선학리응회암 및 조례동안산암에 의해 피복되어 있으며 

응회암질 사암, 적색사암, 적색역암, 셰일, 실트스톤, 유문암질 응회암, 안산암질 

응회암, 안산암과 석영안산암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여수도폭에서는 북쪽 인접 광양도폭에서 연장되는 신성리층이 여수도폭의 

북서부 상봉리와 봉전리 사이의 해안일대와 반월리와 사곡리 사이의 해안일대

에 해안을 따라 대상으로 소규모 분포한다.

그림 4-3. (a) 응회질 조립 사암 기질에 원마도가 보통인 1∼3cm 크기의 역을 

함유하고 있는 역질 사암. (b) 규질 역, 화산암 역과 장석편을 함유하고 있는 중

립의 응회질 사암. (c) 수류의 방향이 유동적인 것을 지시하는 사층리. (d) 중립

질 사암 상위에 분포하는 적자색 이암. 유문암의 관입에 의한 영향으로 층리의 

변동이 매우 심함. 여수도폭 북서부 상봉리와 봉전리 사이의 해안 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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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리와 봉전리 사이의 해안일대에 분포하는 신성리층은 유문암에 의해 

관입되어 남아있는 포획체 형태로 분포하고 있으며, 응회질 역암, 역질 사암, 사

암과 적자색 이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수도폭 최북단 상봉리 두랭이마을 

북쪽 해안에는 담회색 응회질 역암과 역질 사암, 사암과 이암이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층리는 관찰되지 않는다. 두랭이마을 남쪽 해안

에는 사암과 적자색 이암이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퇴적암의 남쪽 경계는 

적자색 이암과 유문암이 약 120도 방향의 소규모 수직단층에 의해 접하고 있다. 

이곳보다 더 남쪽 해안에는 해안과 접하면서 더욱 분포가 좁은 신성리층이 분

포하며, 응회질 조립 사암 기질에 원마도가 보통인 1∼3cm 크기의 역을 함유하

고 있는 역질 사암(그림 4-3 ⓐ), 규질 역, 화산암 역과 장석편을 함유하고 있는 

중립의 응회질 사암(그림 4-3 ⓑ), 수류의 방향이 유동적인 것을 지시하는 사층

리(그림 4-3 ⓒ)와 중립질 사암 상위에 분포하는 적자색 이암(그림 4-3 ⓓ) 등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측정된 층리는 N50°E/79°SE의 주향과 경사

를 보이고 있지만 역전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곳도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유문

암의 관입에 의해 층리가 교란되면서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영향에 의한 것으

로 보인다.

반월리와 사곡리 사이의 해안일대에 분포하는 신성리층은 안포응회암에 의

해 피복되어 해안의 낮은 저지대와 능선의 서측 사면에 노출되어 남북방향의 

대상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진목마을과 장척마을 일대에는 암회색 내지 회색을 

띠는 원마도와 분급이 매우 불량한 응회질 역암과 역질 사암이 주로 분포하고 

있지만, 진목마을의 북쪽에는 옅은 적자색을 띠는 사암이 소규모 분포하는데 

N34°W/19°SW의 주향과 경사를 보이는 층리가 일부 관찰되기도 한다. 궁항 북

쪽 해안에는 중립질 사암과 원마도가 좋은 역을 함유하는 역질 사암, 역암이 풍

화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3) 봉화산응회암

봉화산응회암은 여수도폭의 중북부와 북서부 일대에 넓게 분포하며 층서상 

웅방산응회암의 상위에 위치하며, 유문암과 돌산화강암에 의해 관입되고 있다. 

이 응회암은 대부분 유문암질 내지 석영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과 응회각력암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용결응회암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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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a) 일부 용결구조를 보이는 유문암질 화산력응회암 노두. 여수시 진

례산 봉우치 임도변. (b) 유문암질 내지 석영안산암질 응회각력암 노두. 여수시 

전봉산 남쪽 임도변. (c) 유문암질 내지 석영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 노두. 여수

시 상의곡 여수시립묘원. (d) 암편을 포함하고 있는 유문암질 응회암의 현미경 

사진(교차 니콜. Qz, 석영; Pl, 사장석; Rf, 암편).

이 응회암은 층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두껍게 산출되는 특징을 보

이며, 여수도폭의 북서부 황새봉과 가마봉 일대, 중북부 전봉산 일대에서 높은 

산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응회암은 여수도폭의 북쪽 인접 광양도폭(박희인 외, 1989)에서 봉화산 

용결응회암으로 분류한 암상과 일치하나 일부 지질경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

이고, 여수도폭 대부분의 지역에서 용결구조가 특징적인 현상이 아니어서 봉화

산응회암으로 정정하였다. 봉화산응회암의 표식지 봉화산은 광양도폭의 북서부

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수시 만흥동에 위치한 봉화산에는 돌산화강암이 분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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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도폭의 중북부 여수시 진례산 봉우치 임도변에는 부분적인 용결구조를 

보이는 유문암질 화산력응회암인 봉화산응회암이 웅방산응회암의 상부에 정합

적으로 놓여있는 노두가 관찰되며, 용결구조는 N10°E/10°NW의 주향과 경사를 

보이고 있다(그림 4-4 ⓐ). 여수시 전봉산 남쪽 임도변에는 연회색을 띠며 5∼

15cm 크기의 화산암편을 함유하고 있는 유문암질 내지 석영안산암질 응회각력

암 노두가 관찰된다(그림 4-4 ⓑ). 여수도폭 북서부 여수시 상의곡 여수시립묘

원과 율촌면 중산마을 임도변에서는 용결구조가 보이지 않는 연한 녹회색 유문

암질 내지 석영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이 분포하고 있다(그림 4-4 ⓒ).

여수시 문수동 고락산 일대에는 유문암에 의해 포획되어 북서-남동방향의 

대상 분포를 보이는 봉화산응회암이 분포하며 뚜렷하지는 않지만 N35°W/44°NE

의 주향과 경사를 보이는 층리가 관찰되기도 한다.

봉화산응회암은 세립의 석영과 사장석 기질 바탕에 타형의 석영과 반자형

의 사장석 반정이 발달하고 화산성 암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암석이다(그림 

4-4 ⓓ).

(4) 고흥응회암

고흥응회암은 개도도폭 구역의 남서부 모서리인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에 

매우 작은 면적으로 분포하지만 고흥도폭(김성원 외, 2015)에서는 고흥도폭의 

북서부와 남동부 지역에 넓게 분포한다.

개도도폭 지역에 분포하는 고흥응회암은 유문암질 화산력응회암으로서 주

로 수 mm에서 6cm 크기의 암편, 부석편 및 결정편들이 세립의 화산회 기질에 

지지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며, 분급은 불량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암편의 양이 

줄어 응회암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 암상단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괴상이나 

국부적으로 층상을 보이기도 한다.

암편은 주로 각형에서 아원형의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으로 구성되나, 

곳에 따라 안산암, 셰일, 편마암의 암편이 관찰되기도 한다. 결정편은 K-장석 

및 사장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곳에 따라 석영편도 함유되어 있다.

고흥응회암은 여수·개도·돌산도·소리도 도폭 지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층서를 대비하기 어렵다. 고흥도폭에서는 기반암 위에 퇴적암류인 두원층

이 있고, 그 상위에 유문암질 화산력응회암인 고흥응회암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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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재하고 있다. 여수·개도 도폭에서는 하산동층 위에 안산암질 웅방산응회

암, 응회질 퇴적층인 신성리층 그리고 그 상위에 유문암질 화산력응회암인 봉화

산응회암이 위치하고 있어 고흥응회암을 봉화산응회암과 같은 위치로 층서를 

정하였다.

(5) 구봉산응회암

구봉산응회암은 여수시 중심가를 포함한 여수도폭의 중동부와 북동부 일대

에 분포한다. 암회색 내지 암청색의 안산암질 내지 석영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

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반자형의 장석반정이 반상조직을 보인다.

구봉산응회암은 여수도폭 북동부에서 남북방향의 긴 대상으로 분포하다가 

남쪽으로 여수시 구시가지와 구봉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넓어지는 분포

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돌산화강암과 유문암의 관입으로 인해 원래의 분포지가 

영향을 받은 형태이다.

여수도폭 동부 인접 서상도폭(장기홍 외, 1989)에서는 구봉산응회암과 접하

는 지역에 괴상 안산암인 웅방산층, 봉화산 용결응회암과 월내리안산암이 분포

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서상도폭에서는 웅방산층을 괴상 안산암으로 정의

하고 있고, 여수도폭 북쪽 인접 광양도폭(박희인 외, 1989)에서는 웅방산안산암

을 적자색 반상 안산암으로 기재하고 있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여수도폭에서는 

1절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웅방산응회암을 하부에는 옅은 홍색의 석영안산암질 

내지 유문암질 화산력응회암(광양도폭의 웅방산안산암)이 우세하고, 상부에는 

진한 회색이며 반자형의 장석반정이 반상조직을 보여주며 일부 암편을 함유하

는 안산암질 응회암(광양도폭과 서상도폭의 월내리안산암)으로 분류하였다. 여

수도폭의 북동부 서상도폭과 인접지역인 호명동 남쪽 오천마을에서 북쪽인 신

덕동으로 이어지는 능선에서는 이질적 암편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암회색 내지 

암청색의 안산암질 내지 석영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과 진회색을 띠고 일부 암

편을 함유하며 반자형의 장석반정이 반상조직을 보이는 안산암질 응회암이 분

포하고 있어 기존의 웅방산층(서상도폭)이나 웅방산안암(광양도폭), 그리고 여수

도폭의 웅방산응회암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구봉산응회암으로 분류하였다.

여수시 구봉산 남측 사면과 호암산 남서 사면에는 녹회색을 띠고 석영안산

암질 암편을 함유하고 있으며 반자형의 장석반정이 반상조직을 보여주는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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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 화산력응회암 노두가 발달하고 있다(그림 4-5 ⓐ와 ⓑ).

그림 4-5. (a)와 (b) 암회색 또는 암청색의 안산암질 내지 석영안산암질 화산력

응회암 노두. 여수시 구봉산 남측 사면. (c) 구봉산응회암을 관입한 소규모 괴상

의 현무암질 안산암 노두. 여수시 오림동 77번 국도변. (d) 구봉산응회암의 현미

경 사진(교차 니콜. Qz, 석영; Pl, 사장석).

여수시 문수동 남쪽 소로에서는 암편과 장석반정이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입자가 세립인 화산재 응회암이 일부 분포하며 뚜렷하지는 않지만 N12°W/ 

13°SW의 주향과 경사를 보이는 층리가 관찰되기도 한다. 구봉산 능선 등지에서

도 암편이 거의 없으며 주로 화산회로 이루어진 응회암이 수 회 반복하여 산출

된다.

여수시 오림동 77번 국도변과 문수동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아파트 

공사장 일대에는 녹회색이거나 암회색을 보이는 괴상의 현무암질 안산암이 소

규모 관입하고 있다(그림 4-5 ⓒ). 오림동 진남체육공원과 봉강동 한산사 일대

에는 돌산화강암이 암주형태로 구봉산응회암을 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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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포응회암

안포응회암은 여수시 화양면 화양반도를 따라 서측 해안과 동남부 해안, 남

부 도서지역인 낭도, 적금도, 둔병도, 조발도, 백아도 일대와 여수시 웅천동과 

경도 일대에 매우 넓게 분포한다.

이 응회암은 층리가 발달하는 석영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과 유문암질 화산력응회암이 일부 분포하고 

있고 역암, 사암과 이암이 응회암 내에 협재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

여수·개도·돌산도·소리도 도폭 지역에 분포하는 다른 응회암류와 달리 

안포응회암은 전반적으로 층리가 발달하고 있으며, 역암, 사암과 이암 등과 같

은 퇴적암류가 함께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4-6. (a)와 (b) 층리가 발달하는 안포응회암의 석영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 

노두 전경과 근접사진. 웅천동 택지개발사업 현장. (c) 여수시 시전동 장도의 동

측에 발달하는 응회질 역암. (d) 웅천동 안포응회암의 현미경 사진(교차 니콜. 

Pl, 사장석; Olv, 감람석; Qz, 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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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동 택지개발사업현장 일대에 분포하는 안포응회암은 층리의 주

향과 경사가 N10°W/12°SW를 보이는 녹회색 석영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으로서 

안산암과 석영안산암으로 구성된 2∼5cm 크기의 각력암편이 발달하고 있다(그

림 4-6 ⓐ와 ⓑ). 이 암석은 세립의 사장석과 석영 기질에 0.5mm 미만의 타형 

사장석 반정이 발달하고 감람석의 파편이 관찰된다(그림 4-6 ⓒ).

여수시 시전동 여수문화예술공원부터 망마산 정상부 아래에는 석영안산암

질 화산력응회암 내에 2조의 응회질 역암이 분포하며 망마산 정상부에는 괴상

의 현무암질 안산암이 소규모 관입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그림 4-7. (a) 유대상구조(flow banded structure)를 보이며 구과(spherulite)가 발

달하고 있는 유문암질 응회암 노두. 경도 내동 도로변. (b) 괴상의 두꺼운 석영

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 노두. 경호동 리조트 부근. (c) 구과상구조가 잘 보이는 

유문암질 응회암의 현미경 사진(교차 니콜). (d) 괴상의 두꺼운 석영안산암질 응

회암의 현미경 사진(교차 니콜. Pl, 사장석; Qz, 석영; Rf, 암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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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전동 남부 해안 장도의 서측과 남부는 N42°-75°W/23°-40°SW의 주향과 

경사를 보이는 층리가 발달하는 석영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동측에는 비슷한 주향과 경사를 보이면서 분급이 양호한 응회질 역암이 분포한

다(그림 4-6 ⓒ). 응회암과 역암 내의 역은 모두 응회암질 화산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수시 국동항 남서쪽 대경도에 분포하는 안포응회암은 섬의 중부에서 북

동부로 경사하고 있으며, 골프장 진입로 부근에 분포하는 있는 층의 하부는 유

대상구조(flow banded structure)를 보이며 구과(spherulite)가 발달하고 있고, 내

동마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층의 상부는 대부분 석영안산암질 내지 유문암질 

화산력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4-7 ⓐ와 ⓑ).

골프장 진입로부터 골프장 안에는 유대상구조 또는 용결구조를 보이며 구

과가 발달하는 응회암에는 N45°W/22°NE와 N50°E/40°NW의 주향과 경사를 보이

는 층리와 용결구조가 인지되지만, 상부에 해당하는 괴상의 두꺼운 석영안산암

질 내지 유문암질 화산력응회암은 층리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두

껍게 산출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두꺼운 석영안산암질 내지 유문암질 화산력응

회암은 주변 여수시 남산동과 돌산도 우두리 일대에도 소규모 분포하고 있다.

안포응회암의 특징은 여수·개도·돌산도·소리도 도폭 지역에 분포하는 

다른 응회암류와 달리 전반적으로 층리가 발달하고 있으며, 역암, 사암과 이암 

등의 퇴적암류가 협재한다는 것이다.

소라면 달천리 해안에는 적색의 이암, 응회질 사암과 호층을 이루며 N34°E/ 

17°NW의 주향과 경사를 보이는 층리가 발달한 석영안산암질 응회암이 분포하

고 있다(그림 4-8 ⓐ). 이 층리가 발달하는 응회암의 상하부에는 1∼5cm 크기의 

화산암편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석영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이 두껍게 분포하고 

있다. 화양면 이목리 벌구 해안에는 유문암질 화산력응회암 사이에 황갈색의 유

문암질 화산재 응회암과 석영안삼암질 화산재 응회암이 N77°E/22°NW의 주향과 

경사를 보이며 호층을 이루고 있는 노두가 발달하고 있다(그림 4-8 ⓑ). 이 응

회암의 상부에는 암회색 화산각력으로 이루어진 석영안산암질 각력암이 분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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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a) 적색의 이암, 응회질 사암과 호층을 이루며 N34°E/17°NW의 주향

과 경사를 보이는 층리가 발달한 석영안산암질 응회암. 소라면 달천리 해안. (b) 

유문암질 화산력응회암 사이에 황갈색의 유문암질 화산재 응회암과 석영안삼암

질 화산재 응회암이 N77°E/22°NW의 주향과 경사를 보이며 호층을 이루고 있는 

노두. 화양면 이목리 벌구 해안. (c) 층리가 발달한 적자색 석영안산암질 화산력

응회암과 유문암질 화산회 응회암이 호층을 이루고 있는 노두. 층리의 주향과 

경사는 N57°W/25°SW. 화양면 안포리 해안도로 공사장. (d) ⓒ의 적자색 석영안

산암질 화산력응회암의 근접 사진.

화양면 안포리 해안도로 공사장에는 층리가 발달한 적자색 석영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과 유문암질 화산회 응회암이 호층을 이루고 있는 노두가 드러나 

있으며, 층리의 주향과 경사는 N57°W/25°SW를 보이고 있다(그림 4-8 ⓒ). 적자

색 석영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은 수 mm에서 10cm에 이르는 크기의 다양한 화

산암편을 함유하고 있고 녹회색의 석영안산암질 암편이 우세한 편이다(그림 4-8 

ⓓ). 이곳이 안포응회암의 표식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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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면 백야도의 동부와 제도에 분포하는 응회암은 부분적으로 응회각력암

과 석영안산암질 내지 유문암질 화산력응회암이 교호하며 층리가 뚜렷하게 인

지된다. 여수시 화정면 낭도, 적금도와 둔병도에는 연회색의 석영안산암질 화산

력응회암과 연갈색의 유문암질 내지 석영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과 용결응회암

이 층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껍게 분포하고 있으며, 낭도와 적금도에는 자

색 이암과 사암, 연회색 이암과 응회질 사암이 5회에 걸쳐 협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포응회암은 괴상의 응회각력암, 화산력응회암, 화산재 응회암

과 소량의 사암과 이암이 호층을 이루며 발달하는 순환적인 퇴적 시스템이 반

복되어 형성된 것이다.

역암, 사암과 이암

여수시 화정면 낭도와 적금도에서 두꺼운 석영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 사이

에 협재하는 퇴적암 외에 화정면 사도와 추도에는 상당히 두꺼운 쇄설성 퇴적

암이 응회암과 조면안산암 등의 화산암 사이에 협재하며 분포하고 있다.

화정면 추도의 동쪽 해안에는 이암과 사암의 상위에 조면안산암질 화산암

이 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4-9 ⓐ). 박계헌 외(2003)에 의하면 비교

적 두꺼운 조면안산암질 조성의 화산암층이 퇴적암층을 층리와 거의 평행하게 

덮고 있으며, 이 화산암체와 하부에 놓인 퇴적층의 경계는 대체로 평행하여 정

합적인 관계로 보이나 일부 접촉부에서 화산암에 의해 층리가 절단되어 있거나 

퇴적층이 교란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돌산읍 계동항 남

쪽 대단등대 부근의 해안에서 암회색의 이암과 사암이 상위의 현무암질 안산암

용암에 의해 하부 퇴적층이 교란된 현상과 동일하다(그림 4-10 ⓒ). 추도의 서

부 해안에 분포하는 퇴적층에는 국내외적으로 희귀한 매우 긴 84m의 보행렬을 

보이는 공룡발자국화석이 산출된다(허민 외, 2001).

추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도에는 사도의 남부와 북동부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 이암과 사암이 호층을 이루는 퇴적층이 넓게 분포한다. 이 퇴적층은 사

도 남부 동측에 위치한 중도의 북부 해안 일대로 연장 분포한다. 사도와 중도를 

연결하는 사도교 부근에는 정연한 층리를 보이는 이암이 N87°E/09°SE의 주향과 

경사를 보이며 잘 노출되어 있다(그림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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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a) 화정면 추도의 동쪽 해안. 이암과 사암의 상위에 조면안산암질 화

산암이 덮고 있는 모습. (b) 이암과 세립질 사암이 호층을 이루고 있는 노두. 화

정면 사도 동측 사도교 부근. (c) 고수류의 방향이 165도(남남동) 방향임을 지시

하는 연흔 구조. 화정면 사도 서측 해안. (d) 화산암이 퇴적 중인 지층 위에 떨

어져 형성된 탄낭(bomb sack)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화산탄이나 화산괴의 모

습이 퇴적암과 구별될 정도로 뚜렷하지는 않은 모습. 화정면 사도 서측 해안. 

(e) 세 발톱 모양의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수각류(아래) 발자국 화석과 둥그

런 형태의 조각류 발자국 화석(위). 화정면 사도 동측 사도교 부근. (f) 퇴적층 

상위의 응회암 내 탄화목 화석. 화정면 중도 남쪽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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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층리면에서는 비록 상위층의 퇴적물로 충진되어 세밀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세 발톱 모양의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수각류 발자국 화석과 둥그

런 형태의 조각류 발자국 화석이 관찰된다(그림 4-9 ⓔ). 사도와 추도, 낭도 일

대에서 관찰되는 공룡발자국 화석들은 허민 외(2001)에 의해 자세히 기술된 바 

있다. 사도의 서측 해안에도 이와 비슷한 퇴적층이 발달하고 있으며, 퇴적암의 

층리는N74°E/09°SE로서 주향이 약간 바뀌긴 했지만 경사는 동일하다. 이곳의 

퇴적층리면에서는 고수류의 방향이 165도(남남동) 방향임을 지시하는 연흔 구조

가 관찰되며(그림 4-9 ⓒ), 해안절벽의 퇴적단면에서는 화산암이 퇴적 중인 지

층 위에 떨어져 형성된 탄낭(bomb sack)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화산탄이나 

화산괴의 모습이 퇴적암과 구별될 정도로 뚜렷하지는 않은 모습도 관찰된다(그

림 4-9 ⓓ).

사도와 추도 일대에 분포하는 퇴적암류에 대해서는 백인성 외(2009)에 의해 

백악기 호성층에 발달한 윤회퇴적층의 특성과 기원이라는 주제로 자세하게 보

고된 바 있다.

중도의 남쪽 해안과 증도 해안에서는 퇴적층의 상위에는 추도와 달리 화산

암편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석영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다

양한 크기의 흑갈색 탄화목 화석이 관찰된다(그림 4-9 ⓕ).

(7) 팔영산응회암

팔영산응회암은 개도도폭의 서쪽 고흥도폭(김성원 외, 2015)과의 경계부에 

일부 분포하고 있으며, 고흥도폭 전반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 응회암은 

윤성효와 황인호(1988)에 의해 정의된 팔영산용결응회암에 해당하며, 고흥도폭

에서 팔영산응회암으로 분류한 층서단위이다.

개도도폭에서는 서쪽 경계부인 고흥반도의 동남단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우암마을에서 용암마을로 이어지는 해안 저지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해발 100m 

이상의 급경사 지역에서는 안산암에 의해 관입되고 있다.

팔영산응회암은 K-장석의 결정편이 우세하게 함유된 치밀하고 견고한 화산

력응회암으로 구성된다. 주로 중립사에서 잔자갈(최대 왕자갈) 크기의 암편과 

결정편이 세립의 화산회 기질에 의해 지지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 분급

은 불량하다. 암편은 각형에서 아원형의 유문암, 안산암, 응회암으로 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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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으며, 결정편으로는 K-장석이 우세하게 발달하나 그 이외에도 사장석과 

석영 역시 관찰된다.

팔영산응회암은 대부분 괴상 혹은 용결구조를 보인다. 노두표면에서 보이는 

팔영산응회암의 풍화색은 주로 담갈색∼갈색 혹은 담회색∼암회색에 해당한다.

우천리 용암마을 부근의 용바위와 내매물도, 외매물도에는 층리가 발달하는 

화산성 퇴적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여수시 화정면 적금도 동남부 

해안과 낭도 남부 해안에서 층리가 인지되는 안포응회암 사이에 협재하는 퇴적

암류와 동일하다.

고흥도폭에 넓게 분포하면서 도폭경계를 넘어 개도도폭의 서쪽 일부로 연

장되는 팔영산응회암은 여수와 개도도폭 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안포응회암과 

형성시기나 구성성분이 거의 같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천리 용바위 부근에 

분포하는 화산성 퇴적암과 바로 옆의 적금도나 낭도에 분포하는 퇴적암류가 같

은 조성을 갖는 퇴적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팔영산응회암

과 안포응회암은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

(8) 향일암응회암

향일암응회암은 돌산도도폭 내 돌산도의 남동부와 동부에 주로 분포하며, 

개도도폭 내 돌산도의 서부 일대에 소규모 분포하고 있다. 돌산도에서 향일암응

회암은 유문암, 화강섬록반암과 돌산화강암에 관입되면서 분리되어 소규모 암체

로 분포한다.

향일암응회암은 암회색이나 녹회색을 띠는 안산암질 내지 석영안산암질 화

산력응회암과 응회각력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에서 현무암질 안산암 

또는 안산암질 현무암이 분출하거나 관입하고 있다.

같은 안산암질 내지 석영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으로 구성된 구봉산응회암

과 향일암응회암의 차이점은 구봉산응회암이 주로 1∼2cm 크기의 석영안산암질 

암편을 함유하고 있고 층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꺼운 괴상의 형태로 산출

되며 반자형의 장석반정이 반상조직을 보여주는 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인 반면, 

향일암응회암은 조성성분 차이에 의한 층리가 비교적 많이 관찰되고 작은 크기

이지만 다양한 종류의 화산력 암편과 함께 응회각력암으로 구분될 정도로 크고 

많은 화산각력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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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a) 화산력과 유문암질 암편, 타형의 장석반정이 발달하는 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인 향일암응회암의 노두 사진. 돌산읍 죽포리 방죽포 해안. (b) 안

산암질 응회각력암이 발달하고 있는 향일암응회암. 돌산읍 율림리 향일암 입구. 

(c) 암회색 이암과 사암으로 구성된 퇴적층 상부를 덮고 있는 현무암질 안산암. 

돌산음 계동항 남측의 대단등대 해안. (d) 향일암응회암의 현미경 사진(교차 니

콜. Pl, 사장석; Qz, 석영; Olv, 감람석).

돌산읍 죽포리 방죽포 해안에는 연한 적자색을 보이며 다양한 크기의 유문

암, 안산암과 석영안산암질 화산암편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타형의 장석반정이 

발달하는 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인 향일암응회암의 노두가 관찰된다(그림 4-10 

ⓐ). 향일암응회암의 암색은 주로 암회색이나 녹회색이 일반적이다.

돌산읍 율림리 향일암 입구에는 2∼20cm 크기의 유문암질 내지 석영안산암

질 각력이 발달하는 안산암질 응회각력암이 관찰된다(그림 4-10 ⓑ). 이 응회각

력암이 분포하는 바로 옆에는 암편과 장석편이 없는 세립질의 화산재응회암이 

분포하고 있어 암상의 변화가 매우 심한 편이다. 돌산도의 남쪽 해안인 금성리 

성두마을 해안도로에서는 암회색을 띠며 수 십cm 크기의 거력을 함유하는 안산



- 29 -

암질의 응회각력암이 50m 이상 노출되어 있기도 하며, 율림리에서 금성리로 이

어지는 도로의 율림치 부근에서는 유문암질 내지 석영안산암질 조립 화산재응

회암이 분포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조성성분에 따른 변화가 많다.

돌산읍 계동항 남쪽의 대단등대 해안에는 응회각력암 상위에 10m 두께의 

흑색이암과 응회질 사암이 퇴적되고 퇴적암 상부를 현무암질 안산암이 덮고 있

는 노두를 관찰할 수 있다(그림 4-10 ⓒ). 퇴적암 하위에 있는 화산암역은 관찰

자에 따라 베게용암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아원형이며 내부에 방사

상 절리가 있고 역 표면에 급랭으로 형성된 막이 관찰되는 20∼30cm 크기의 역

과 석영안산암질 화산각력암이 혼재되어 있다. 퇴적암 상부를 덮고 있으며 해안 

절벽을 형성하고 있는 현무암질 안산암은 해안 남쪽으로 연장되고 있으나 지질

도에 표시할 만큼의 분포는 아니라서 지질도에는 생략하였다.

돌산도 죽포리 작곡재 도로변과 율림리 백포마을 북쪽 도로변, 율림리 율림

치에서 봉황산으로 이어지는 임도변에는 암회색의 현무암질 안산암이 향일암응

회암을 관입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분포가 소규모이다.

전반적으로 이 응회암은 층리의 주향과 경사가 일관성이 없으며 지역에 따

라 변화가 심한 편이다.

(9) 금오응회암

금오응회암은 금오도의 남부 일부를 제외한 금오도 전 지역과 개도, 월호

도, 대두라도에 분포한다. 이 응회암은 전체가 석영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이며 

층리가 인지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두꺼운 괴상 형태로 산출된다.

그림 4-11의 ⓐ, ⓑ와 ⓒ에서 보듯이 금오응회암이 분포하고 있는 금오도, 

개도, 월호도와 대두라도에서 관찰되는 금오응회암은 암편의 양에 약간 변화가 

있을 뿐이지 모두 동일한 암상을 보여준다.

금오응회암은 사장석과 석영으로 이루어진 기질에 각형 내지 아각형 모양

이며 수 mm에서 10cm 크기의 안산암, 석영안산암, 유문암 등 주로 화산암 암

편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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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a) 남면 금오도 심장리 사발개 해안의 금오응회암. (b) 화정면 개도 

개도리 저수지 도로변의 금오응회암. (c) 화정면 대두라도 동부 해안의 금오응

회암. (d) 금오응회암의 현미경 사진(교차 니콜. Pl, 사장석; Qz, 석영; Rf, 암편).

금오도의 중부 동쪽 해안인 유송리 대유마을 해변에는 괴상의 금오응회암

이 회색의 풍화색을 보이며 수직절리가 발달하고 있어 마치 화강암 노두로 착

각될 정도로 두껍게 산출되며, 우학리 독사골 해안에서는 대유마을과 같은 괴상

의 금오응회암이 노출되어 있지만 층리로 인지될 만한 유사 층리가 N19°W/ 

78°SW의 주향과 경사를 보이고 있으나 확실한 층리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금오도의 서쪽 해안은 동부 해안에 비해 전반적으로 해안절벽이 발달하는 

해안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금오도응회암의 특징인 매우 두꺼우면서 괴상

으로 산출되는 특성 때문에 형성된 지형으로 보인다.

금오도의 중부 동쪽 해안인 연목마을에는 일부 자가각력암편(autobreccia)을 

함유한 안산암질 응회각력암과 N75°W/30°NE의 주향과 경사를 보이는 수 m 두

께의 응회질 퇴적암이 관찰된다. 퇴적암의 북측에는 형제도를 포함하는 해안지

역에 북서-남동방향의 유문암이 관입하고 있다. 해안에서 북동방향에 위치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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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도의 남서부에는 멀리서도 층리가 뚜렷한 퇴적암이 N50°W/20°NE의 주향과 

경사를 보이고 있고 퇴적암 상부에는 다시 금오응회암이 분포한다.

금오도 남면 여객터미널 부근 해안에는 치밀한 조직을 보이는 현무암질 안

산암이 북동방향으로 관입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암상 변화가 거의 

없는 석영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이 분포하고 있다.

월호도 월호리 북동쪽 해안도로에는 N33°E/22°SE의 층리면이 인지되는 석

영안산임질 화산력응회암 노두가 관찰되지만 나머지 전 지역은 매우 두꺼운 괴

상의 금오응회암이 분포하고 있다.

(10) 안도응회암

안도응회암은 여수시 남면 금오도의 동남부 망산 일대와 금오도 동남부 안

도와 대부도, 안도 남쪽의 연도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이 응회암은 안도의 동

부와 서부에서 돌산화강암에 의해 관입되고 있으며, 연도의 남부에서 안도와 동

일하게 돌산화강암에 의해 관입되고 있다.

안도응회암은 크게 두 개의 암상단위로 나눌 수 있으며, 하부는 유문암질 

내지 석영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 및 응회각력암으로 구분되고 상부는 석영안삼

암질 내지 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 및 응회각력암으로 구분된다.

금오도의 남부 심장리 망산 일대에는 안도응회암의 하부에 해당하는 유문

암질 내지 석영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이 분포한다. 심장리 소우실포 해안에는 

일부 자가각력암편(autobreccia)을 함유한 유문암질 응회각력암이 관찰된다(그림 

4-12 ⓑ). 심장리 장지마을 해변에는 유문암질 응회각력암의 상위에 해당하는 

유문암과 안산암질 응회암의 화산력을 함유하는 유문암질 내지 석영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이 분포하며 이 응회암은 화산력 암편의 양이 비교적 적은 것이 

특징적이다(그림 4-12 ⓐ).

안도응회암의 상부에 해당하는 석영안삼암질 내지 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 

및 응회각력암은 금오도 남쪽 안도, 대부도와 연도 일대에 분포하며 돌산화강암

에 의해 관입되어 산재되어 산출된다.

안도의 안도대교 남쪽 도로변과 안도리 북쪽 해변에는 대부분 안산암질 화

산력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석반정이 많은 안산암질 응회암을 역으로 

갖고 있으면서 세립질 입도를 보이는 안산암질 응회암이 관찰되기도 한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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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층리의 구분이 쉽지 않으나 안도 북부 해안에서는 N76°E/78°SE의 층

리면이 인지되기도 한다. 안도의 남쪽 아야포 해안에는 1∼2m 크기의 거력을 

함유하는 응회각력암이 해안을 따라 200m 이상 분포하고 있다(그림 4-12 ⓓ).

연도 일대에는 대부분 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분적

으로 응회각력암이 화산력응회암 사이에서 관찰된다.

그림 4-12. (a) 괴상의 중립질 입도를 보이는 유문암질 내지 석영안산암질 화산

력응회암 노두 사진. 금오도 심장리 장지마을 해안. (b) 일부 자가각력암편

(autobreccia)을 함유한 유문암질 응회각력암. 금오도 심장리 소우실포 해안. (c) 

장석반정이 많은 안산암질 응회암을 역으로 갖고 있으며 세립질 입도를 보이는 

안산암질 응회암 노두 사진. 안도의 안도대교 남쪽 도로변. (d) 거력을 함유하는 

응회각력암의 노두 사진. 안도 아야포 남쪽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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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백악기 관입암류

(1) 유문암

유문암은 여수도폭의 서부 대부분의 지역과 중부 지역, 개도와 돌산도도폭

에서 돌산도의 서부와 동부, 하화도 등 도서지역에 걸쳐 매우 넓게 분포한다.  

대부분 관입 및 분출의 형태로 산출되며 봉화산응회암, 구봉산응회암, 향일암응

회암과 안포응회암을 관입하고 있고 안산암과 돌산화강암에 관입되어 있다.

이 유문암은 광양도폭(박희인 외, 1989)에서 수암산유문암으로 분류된 암상

과 같은 지층단위이지만, 광양도폭과 여수도폭에서의 지질경계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문암은 주로 괴상의 유문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응회각력암을 포

획체로 갖고 있고 유대구조 또는 유상구조(flow band)가 발달하며 소규모 맥암 

형태의 관입암체가 관찰되기도 한다.

돌산도에 분포하는 유문암은 향일암응회암을 관입하고 있고 돌산도의 중앙

과 북부에서 관입체로 분포하는 화강섬록반암과 돌산화강암에 의해 관입을 당

해 돌산도의 서부 군내리 일대와 북서부 본산 일대로 양분되어 분포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돌산도 군내리 동운고개 부근에는 내부 구조가 잘 보이

지 않고 매우 두꺼운 괴상으로 산출되는 중립질 유문암이 도로공사장에 노출되

어 있다(그림 4-13 ⓐ와 ⓓ). 이와 같은 양상은 여수, 돌산도와 개도도폭에 분포

하는 유문암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암상이다. 이곳에서는 현무암질 안산암이 

2m 두께의 암맥으로 관입하고 있는 모습도 관찰된다. 군내리 동쪽 도로변과 해

안, 돌산항 남쪽 송도 북부 해안에는 유상구조가 비교적 많이 관찰되지만, 유상

구조면이 N25°E/35°SE, N85°W/50°NE와 N59°W/11°SW 등으로 매우 불규칙하게 

변화하고 있어 큰 의미는 없다.

여수도폭의 서부 화양반도 일대에는 유문암이 매우 넓게 분포하면서 높은 

산지지형을 이루고 있다. 봉화산응회암과 안포응회암을 관입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응회암들이 포획체로 남아있기도 한다. 이곳에 분포하는 유문암

은 대부분 매우 두꺼운 괴상으로 산출되는 중립의 유문암질암이지만 부분적으

로 회색의 석영안산암질암과 세립의 흑운모와 장석 등으로 이루어진 화강암질

암이 관찰되며 유문암질암과는 점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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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반도 일대에 분포하는 유문암이 대부분 괴상의 산출 형태를 보이고 있

으나 유문암 관입체의 남부와 동부 일대 관입 경계부에서는 유상구조가 비교적 

많이 관찰된다. 화양면 화동리 도로공사장에는 유백색을 띠며 수평의 유상구조

가 잘 보이는 유문암이 노출되어 있다(그림 4-13 ⓑ). 이 유문암은 세립질이며 

1mm 정도 크기의 타형 장석반정이 관찰되고 암색의 측방변화가 심하다.

화양면 창무리에서 이천리로 이어지는 임도에는 자색 이암과 사암으로 구

성된 응회질 퇴적암과 자색 응회암이 소규모 포획체로 노출되어 있으며, 층리가 

발달된 화산재 응회암처럼 오인되기 쉬운 판상의 유상구조가 발달한 세립의 유

문암이 관찰되기도 한다. 

그림 4-13. (a) 괴상으로 산출되는 중립질 유문암의 노두 사진. 돌산도 군내리 

동운고개 부근. (b) 유상구조가 잘 보이는 유문암 노두 사진. 화양면 화동리 도

로공사장. (c) 습곡된 유상구조를 보이면서 일부 자가각력암편(autobreccia)을 함

유한 유문암 노두 사진. 여수시 봉계동 도로변. (d) 유문암의 현미경 사진(교차 

니콜. Pl, 사장석; Qz, 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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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봉계동에서 둔덕재 방향으로 이어지는 17번 도로의 남측 사면에는 

불규칙하게 습곡된 유상구조(folded flow band)가 발달하고 유상구조면을 따라 

일부 자가각력암편(autobreccia)을 함유한 유문암이 넓게 노출되어 있다(그림 

4-13 ⓒ).

하지만 이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일부에 불과하고 이 노두의 남쪽 여수

씨티파크 리조트 골프장 입구 도로변에서는 회색 또는 암회색의 유문암 내지 

석영안산암이 내부 구조가 잘 보이지 않으면서 매우 두꺼운 괴상으로 노출되어 

있다.

(2) 안산암

안산암은 여수시 소호동과 송소동, 화양면 서이산과 두영산 일대에 가장 넓

게 분포하고 있고, 남면 화태도, 대횡간도, 소두리도와 조발도 일대, 화정면 개

도 서부 일대와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일대에 산재하여 분포하고 있다. 이 안산

암은 봉화산응회암, 안포응회암, 팔영산응회암, 금오응회암과 유문암을 관입하고 

돌산화강암에 의해 관입되며 분포하고 있다.

여수도폭 북쪽 인접 광양도폭(박희인 외, 1989)에서는 이 안산암을 암회색 

내지 회록색의 치밀한 안산암인 조례동안산암으로 분류하였고, 개도도폭의 서쪽 

인접 고흥도폭(김성원 외, 2015)에서는 부분적으로 각력화되어 있고 비현정질 

반상 안산암인 포두안산암과 사장석과 석영반정을 주로 함유하는 반상 안산암

인 구룡산안산암으로 분류하였다. 여수·개도·돌산도·소리도 도폭에서 안산암

은 관입 및 분출의 형태로 분포하면서 위에서 분류된 조례동안산암, 포두안산암

과 구룡산안산암의 특징적 암상이 모두 나타나고 있고 형성시기에 대한 차이점

이 없어 이들 모두를 포괄적으로 통합한 안산암으로 분류하였다.

여수도폭에서는 광양도폭의 중산제 부근에서 남쪽으로 연장되어 연화저수

지 부근까지 이어지는 조례동안산암의 소규모 관입체로 연결되어 있고, 고흥도

폭 우미산에서 개도도폭의 우천리로 연결되는 포두안산암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수·개도·돌산도 도폭 지역에서 이 안산암은 돌산화강암의 분포지역에 

접하여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여수시 소호동과 송소동, 화양면 서이산과 두영

산 일대에 분포하는 안산암은 돌산화강암과 지질경계를 접하며 분포하고 있고,

개도의 서부 해안 일대에서 금오응회암을 원호 형태로 관입하고 그 관입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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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돌산화강암이 소규모 관입되고 있다. 또한 돌산도에 아원형으로 관입하고 

있는 돌산화강암의 경계부에는 지질도에 표시하지 못할 정도로 소규모의 안산

암이 관찰된다.

안산암은 현무암질 안산암-안산암-조면암질 안산암에 이르는 성분변화를 

보인다. 주로 세립질 기질 바탕에 대부분 5mm 미만 크기의 사장석과 각섬석이 

반정으로 산출되는 반암 형태로 산출한다. 암회색의 치밀한 괴상 형태로 산출되

어 내부구조가 관찰되지 않으며, 드물게는 자체 각력이 발달하여 각력질 응회암

처럼 보이기도 한다(그림 4-14ⓓ). 서이산과 두영산 일대에서는 포획체로 갖고 

있는 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으로 인해 구별이 쉽지 않다.

그림 4-14. (a) 암회색의 치밀하고 내부구조가 없는 괴상의 안산암 노두 사진. 

여수시 소호동 디오션리조트 북서쪽 사면. (b) 중립질이며 장석반정을 많이 함

유하고 있는 안산암 노두 사진. 남면 화태도 묘두 북쪽 해안가. (c) 암회색 내지 

검은색이고 장석반정과 감람석이 관찰되는 현무암질 안산암의 노두 사진. 화양

면 서촌리 대서이 부근. (d) 안산암의 현미경 사진(교차 니콜. Pl, 사장석; Olv, 

감람석; Amp, 각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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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호동 디오션리조트 북서쪽 사면에는 부지 공사로 인한 대규모의 

안산암 노두가 있으며, 주로 암회색의 치밀하고 내부구조가 없는 괴상의 안산암 

내지 현무암질 안산암(그림 4-14 ⓐ)이 관찰되고 일부 자가각력암편(autobreccia)

이 관찰되기도 한다.

여수시 남면 화태도, 대횡간도, 소두리도와 조발도 일대의 도서지역에서는 

암회색의 치밀하고 내부구조가 없는 괴상의 안산암 내지 현무암질 안산암과 중

립질이며 장석반정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안산암이 혼재하여 섬의 해안 지역에 

노출되어 있다. 남면 화태도 묘두 북쪽 해안가에는 중립질이며 장석반정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안산암 노두가 관찰되며(그림 4-14 ⓑ), 이러한 암상은 장석의 

반상조직이 발달하고 있는 안산암질 화산력응회암에서 암편만 빼고 나면 응회

암과 안산암의 구분이 매우 어렵다.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의 대서이 부근에서는 암회색 내지 검은색이고 장석

반정과 감람석이 관찰되는 현무암질 안산암이 안포응회암의 내부에 소규모 관

입체로 분포하고 있다(그림 4-14 ⓒ). 치밀한 장석 기질 바탕에 확대경을 통한 

육암 관찰로도 장석반정과 감람석이 관찰되는 이러한 암상은 안산암 내에서 소

규모로 존재하며 이영산 북동쪽 화동저수지 주변과 화동리 소장제 주변에서 소

규모 관입체로 분포한다.

(3) 화강섬록반암

화강섬록반암은 돌산도의 북부 돌산읍 우두리와 돌산청사로 이어지는 해안 

일대, 돌산도의 중부 돌산읍 평사리와 둔전리 일대, 여수시 대경도의 남부와 여

수시 종화동 일대에서 백악기 화산암류를 관입하며 분포하고 있다. 돌산도의 봉

화산 일대에서 돌산도의 중심부에 아원형으로 분포하는 돌산화강암에 의해 관

입되고 있다.

이 암체는 남해·서상 도폭(장기홍 외, 1989)의 섬록반암에 해당하며, 여수

도폭의 서쪽 인접 서상도폭과는 돌산도의 북부 돌산읍 우두리 일대에서 연장 

분포되고 서상도폭의 남쪽 돌산도도폭에서는 돌산읍 평사리와 둔전리 일대에서 

연장 분포하고 있다.

남해·서상 도폭에서 정의한 섬록반암은 세립질 장석을 석기로 하고 사장

석, 휘석류로 각섬석 및 사문석이 반정을 이룬 반상석리를 보이는 암체로 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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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화상을 보여 화강섬록암 내지 화강섬록반암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여수도폭과 개도, 돌산도도폭에 분포하는 이 암체에 대한 분석 결과 

TAS[=Total Alkali vs. Silica(Na2O+K2O vs. SiO2)] 도표에서 화강섬록암 영역에 도

시되고(그림 5-1), 세립질 기질에 장석반정이 뚜렷한 형태로 산출되는 관계로 

화강섬록반암으로 변경해 기재하기로 하였다.

이 암체는 장석반정과 각섬석의 크기나 모양이 약간 변화하기는 하지만 전

반적으로 괴상이며 매우 균질한 형태로 산출된다. 이 화강섬록반암의 대자율 값

은 0.492∼1.19mSI로 편차가 큰 편이다.

그림 4-15. (a) 괴상의 세립질 기질 바탕에 대부분 5mm 미만 크기의 사장석과 

각섬석이 반정으로 산출되는 화강섬록반암의 노두 사진. 돌산읍 평사리 도실 부

근. (b) 막대모양의 각섬석과 1cm 크기의 타형 사장석 반정이 발달하는 화강섬

록반암의 노두 사진. 돌산읍 봉양리 부근. (c) 10cm 이내 크기의 포획체

(enclave)가 관찰되는 화강섬록반암의 노두 사진. 돌산읍 우두리 시립돌산도서관 

입구 부근. (d) 석영반암의 현미경 사진(교차 니콜. Pl, 사장석; Qz, 석영; Amp, 

각섬석; Bt, 흑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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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섬록반암은 세립질 기질 바탕에 대부분 5mm 미만 크기의 사장석과 각

섬석이 반정으로 산출되는 반암 형태이며(그림 4-15 ⓐ와 ⓑ), 주 구성 광물은 

사장석, 석영, 각섬석, 정장석, 흑운모이다(그림 4-15 ⓓ).

돌산도 중부 평사리 대미산 동쪽 해안지역, 봉양리 부근과 시립돌산도서관 

입구에 노출되어 있는 화강섬록반암 내에는 10cm 이내 크기의 포획체(enclave)

가 관찰되며, 이 포획체들은 대부분 안산암질 응회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그

림 4-15 ⓒ).

(4) 돌산화강암

돌산화강암은 여수도폭 북서부 영취산, 봉화산과 천성산 일대에 북동방향의 

관입체로 분포하며, 여수시 죽림리 안심산 일대, 여수시 선원동 지역, 여수시 봉

강동과 봉산동 한산사 일대 등지에 소규모 관입체로 분포한다. 개도도폭의 북부 

고봉산 남서 사면 화양면 장수리와 이수리 일대와 백아도, 상화도 지역에 북서

방향의 큰 규모로 분포하고 있으며, 돌산도 남부의 중심부인 봉황산과 봉화산 

일대에 아원형의 큰 관입체, 소리도도폭의 안도 동부 및 서부, 연도의 남부 등

지에서 백악기 화산암류와 화강섬록반암을 관입하며 분포하고 있다.

이 암체는 여수도폭의 북쪽 인접 광양도폭(박희인 외, 1989)과 여수도폭의 

동쪽 인접 남해·서상 도폭(장기홍 외, 1989)에서 알칼리장석화강암으로 기재되

어 있으나, 주 구성 광물이 사장석, 알칼리장석, 석영과 각섬석이며 흑운모가 부

수 광물로 함유되어 있어(그림 4-16 ⓓ), 알칼리장석화강암으로 표현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며 오히려 남해·서상 도폭의 남해도 북부 설천면 덕신리와 망운

산 일대에 분포하는 각섬석-흑운모화강암과 일치되는 암체이지만 이 지역은 흑

운모보다는 각섬석이 더 많은 중립질의 흑운모-각섬석화강암이다.

여수·개도·돌산도·소리도 도폭 지역에 분포하는 이 화강암은 TAS[=Total 

Alkali vs. Silica(Na2O+K2O vs. SiO2)] 도표에서 섬록암-화강섬록암-화강암 영역에 

걸쳐 도시되고 있어(그림 5-1) 구성성분에 따른 암석명을 정하기가 매우 어려워 

대표적인 지역명을 표식지로 하는 돌산화강암으로 명명하였다.

돌산화강암은 대부분 중립질이나 지역에 따라 세립질로 변하기도 하며, 특

징적으로 1cm 크기의 막대모양 각섬석이 관찰되는 곳이 많고 간혹 타형의 장

석반정이 관찰되기도 하지만 흔한 현상은 아니다(그림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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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돌산화강암은 그림 4-16 ⓑ와 같이 세립질 내지 중립질이며 특

징적으로 각섬석이 약 2∼3% 함량으로 나타나고 있고 약간의 장석반정이 포함

되어 있는 암상이다(그림 4-16 ⓑ). 돌산읍 신복리 봉황산 자연휴양림 일대의 

임도와 화양면 백아도 남부 해안 일대, 화양면 장수리 장등마을 해안지역에서는 

5∼20cm 크기의 포획암이 발달하는 노두가 관찰된다(그림 4-16 ⓒ).

이 돌산화강암의 대자율 값은 돌산읍 장수리 지역에서 3.8∼10.4mSI, 돌산읍 

죽포리 지역에서 29.1∼39.1mSI, 화양면 백아도 지역에서 19.6∼24.5mSI, 여수시 

만흥동 봉화산 지역에서는 10.4mSI로서 화강암으로서는 편차도 크면서 매우 높

은 대자율 값을 보여주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4-16. (a) 1cm 크기의 막대모양 각섬석이 특징적인 돌산화강암 노두 사진. 

돌산읍 죽포리 도로변. (b) 세립 내지 중립질 기질 바탕에 각섬석과 타형의 장

석반정이 관찰되는 돌산화강암 노두 사진. 돌산읍 신복리 봉황산 자연휴양림 일

대의 임도. (c) 5∼20cm 크기의 포획암이 발달하는 돌산화강암 노두 사진. 돌산

읍 신복리 봉황산 자연휴양림 일대의 임도. (d) 돌산화강암의 현미경 사진(교차 

니콜. Pl, 사장석; Kf, 알칼리장석; Qz, 석영; Amp, 각섬석; Bt, 흑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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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4기 충적층

(1) 충적층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충적층은 조사지역이 대부분 해안에 접하는 반도지형

과 부속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 분포가 넓은 편이 아니며, 여수도폭 북부 

일대의 평야지대와 소규모 하천을 따라 하천 주변에 퇴적된 분포를 보인다.

돌산읍 신기마을의 해안에는 해발 10∼15m 고도의 구릉지에는 해안단구층

으로 여겨지는 잔자갈이 경작되고 있는 밭에 분포하고 있지만 분포지역은 매우 

제한적이라서 이곳에서만 관찰되고 있다(그림 4-17).

그림 4-17. (a) 돌산읍 신복리 신기항 북쪽 언덕에서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해

안단구면. (b) 해안단구면에 분포하고 있는 원마도가 좋은 해안단구성 잔자갈.

(2) 간척지

여수도폭의 북쪽 여수시 화치동과 중흥동 일대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조성

을 위해 해안지역을 매립한 간척지가 넓게 위치하고 있다. 또한 여수시의 국동 

국동항 부두와 여수항 일부 지역에는 부두를 조성하기 위해 해안지역을 매립하

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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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암지화학 및 연대측정

가. 개요

여수도폭 구역에 분포하는 백악기 화성암류들의 화학적 암석분류 및 지화

학적 특징을 밝히기 위하여 총 11개 암체의 57개 시료에 대하여 주원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화성암류의 형성시기 규명 및 층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개 화

강암체의 3개 시료에 대하여 SHRIMP 또는 LA-MC-ICP-MS 저어콘 U-Pb 연대측

정을 실시하였고, 화산암류 6개 암체 10개 시료에 대하여 전암 K-Ar 연대측정

을 실시하였다.

연대측정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서 선후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암체들의 층

서는 야외산상을 근거로 결정하였다. 전암시료에 대한 주원소 분석은 한국지질

자원연구원에서 수행하였고, SHRIMP 또는 LA-MC-ICP-MS 저어콘 U-Pb 연대측

정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SHRIMP-IIe 및 NWR193UC를 장착한 Nu Plasma 

II를 이용하였다. 전암 K-Ar 연대측정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Static 

Vacuum Mass Spectrometer (SVMS)를 이용하였다. 

저어콘 U-Pb 연대측정, K-Ar 전암 연대측정을 실시한 암체별로 시료의 

위치(GPS 자료), 시료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표 5-1에 정리하였다.

나. 전암지화학 분석 및 해석

분석된 백악기 화강암 시료들은 섬록암에서 화강암 영역에 이르는 넓은 조

성변화를 보인다. 화강섬록반암은 TAS[=Total Alkali vs. Silica(Na2O+K2O vs. 

SiO2)] 도표에서 화강섬록암 영역에 도시되고, 돌산화강암은 섬록암-화강섬록

암-화강암 영역에 걸쳐 도시된다(그림 5-1). 전체 알칼리 함량은 화강섬록반

암이 5.50-5.82 wt.%로 돌산화강암(5.77-8.63 wt.%) 보다 낮다.

분석 시료들의 SiO2 변화에 따른 주성분원소의 변화 경향을 그림 5-2에 

나타내었다. 돌산화강암은 SiO2가 증가함에 따라 Na2O와 K2O를 제외한 주성분

원소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SiO2 함량이 60 wt.%인 섬록암 시료의 

TiO2, P2O5, MnO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으며, 특히 MnO와 P2O5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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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그림 5-2 a, d, i).

그림 5-1. 심성암의 화학적 분류를 위한 TAS(Total alkali vs. silica) 도표.

그림 5-2. 화강암류의 SiO2에 대한 주원소 변화도표. 심볼은 그림 5-1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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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화강섬록암 시료는 다른 시료들과 구분될 만큼 낮은 Al2O3 값을 

갖는다(그림 5-2 b). 일반적으로 약 1.0 wt.% 내외의 LOI 값을 갖는 다른 시

료들과 달리 이 시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3.08 wt.%의 LOI를 갖는다. Na2O와 

K2O는 SiO2 변화에 따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지만(그림 5-2g, h), 

Na2O+K2O는 SiO2는 양의 비례관계를 보인다(그림 5-1).

그림 5-3. 백악기 화산암류의 화학적 분류를 위한 TAS 도표.

백악기 화산암류의 지화학적 분류를 위하여 전암분석 자료를 TAS 구분도

에 도시하였다(그림 5-3). 분석한 대부분의 화산암류는 서브알카리계열에 해당

하며, 현무암질 안산암(basaltic andesite)-안산암(andesite)-석영안산암

(dacite)-유문암(rhyolite) 영역에 걸치는 성분변화를 갖는다. 층서상 구분한 

암체별로 특정 영역에 제한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일부 시료는 알카리계열의 

조면암질 석영안산암(trachyandesite) 또는 조면암(trachyte) 영역에 도시된다.

서브알카리계열의 화산암류를 SiO2-K2O 함량에 따라 세분하였다(그림 

5-4). 분석한 시료들의 대부분은 High-K 내지 Medium-K calc-alkaline 

series에 해당된다. 일부 시료는 Shoshonite series 또는 Low-K tholeiite 

series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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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SiO2-K2O 함량에 따른 서브알카리계열의 암석분류 도표.

화산암류가 이차적으로 변질을 받아 화학조성의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결과를 100×K2O/(Na2O+K2O) - Na2O+K2O 상관도에 도시하였다

(그림 5-5). 분석한 모든 시료들은 화성암 범위(igneous spectrum)에 도시되

어, 이차적으로 변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5-5. 100×K2O/(Na2O+K2O) - Na2O+K2O 도표. 세 개의 영역은 현생 화산암

의 변화범위를 나타냄(Hughes, 1973). 심볼은 그림 5-3과 동일함.

분석한 화산암 시료들은 Na2O-K2O 관계도에서 K2O/Na2O=1 선의 아래쪽

에 도시되기 때문에 Na-series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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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알카리계열을 K-계열과 Na-계열로 세분하는 Na2O - K2O 도표. 

K2O/(Na2O-1.5)=1 (Le Maitre, 1984; Manettin, 1984), K2O/(Na2O-2)=1 (Le Bas et 

al., 1986). 심볼은 그림 5-3과 동일함.

그림 5-7 화산암류의 SiO2에 대한 주원소 변화도표. 심볼은 그림 5-3과 동일

함.



- 47 -

분석한 화산암 시료의 SiO2 변화에 따른 주성분원소의 변화 경향을 그림 

5-7에 도시하였다. 대부분의 화산암 시료에서 SiO2가 증가함에 따라 Na2O와 

K2O를 제외한 주성분원소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인 변화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는 1개 시료는 SiO2가 상당히 부화된 

반면 Al2O3가 결핍된 양상을 보인다. Na2O는 SiO2 변화에 따른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는 반면 일부 시료는 K2O와 SiO2의 변화가 양의 관계를 보인다.

다. 연대측정

여수도폭 내에 분포하는 응회암과 유문암의 분출 또는 관입 시기를 결정하

기 위하여 6개 암체 10개 시료에 대하여 전암 K-Ar 연대측정을 실시하였다

(표 5-1). 봉화산응회암과 그 상부의 안포응회암은 각각 84.7±1.7 Ma, 

84.4±1.7 Ma로 거의 동일한 연령을 보이는 반면, 향일암응회암은 79.5±1.6 

Ma의 젊은 연령을 보인다. 금오응회암은 66.7±1.3 Ma와 60.4±1.2 Ma의 젊은 

연령을 보이나 시료에 따라 약 6 Ma의 연령차이를 보인다.

유문암과 안산암은 각각 82.0-57.2 Ma, 81.1-63.2 Ma의 넓은 연령범위

를 갖는다. 층서상의 위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연령을 보이거나, 동일

한 지층에서 연령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전암시료에 포함된 고기암체의 암

편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화강섬록반암의 저어콘 입자들은 자형으로 산출하며, 음극선발광

(Cathodoluminescence, CL) 영상에서 진동누대와 드물게 영역누대가 발달하고 

내부에 상속핵은 없다(그림 5-8a). 저어콘의 U과 Th 농도는 각각 

87-479ppm과 55-529ppm이고, Th/U 비는 0.48-1.14로 일반적인 화성기원

의 저어콘에서 보고되는 값을 갖으며, 진동누대와 영역누대에 따른 값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U-Pb 연대측정 결과는 다소 분산된 경향이 있으나

(MSWD=2.0, Probability= 0.039), 9개 분석점에 대한 206Pb/238U 가중평균연

대는 85.3±1.2 M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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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암체별 저어콘 U-Pb 또는 전암 K-Ar 연대, 시료좌표, 시료번호.

Rock name Age
(Ma) 　 Latitude/Longitude Sample

no.

Dolsan granite1 88.0±0.8 U-Pb N34.66157° E127.59405° YS-58

Dolsan granite2 88.7±0.8 U-Pb N34.64552° E127.78340° YS-12

Granodiorite porphyry2 88.6±0.9 U-Pb N34.64384° E127.73348° YS-21

Andesite 63.2±1.2 K-Ar N34.66267° E127.59600° YS-57

Andesite 81.1±1.6 K-Ar N34.73402° E127.64233° YS-79

Rhyolite 57.2±1.1 K-Ar N34.62249° E127.71909° YS-3-1

Rhyolite 82.0±1.6 K-Ar N34.62249° E127.71909° YS-3-2

Rhyolite 73.7±1.4 K-Ar N34.69527° E127.57066° YS-87

Geumo tuff 60.4±1.2 K-Ar N34.57311° E127.67302° YS-92

Geumo tuff 66.7±1.3 K-Ar N34.50678° E127.77913° YS-33

Hyangiram tuff 79.5±1.6 K-Ar N34.59441° E127.80408° YS-4

Anpo tuff 84.4±1.7 K-Ar N34.71165° E127.72504° YS-41

Bonghwasan tuff 84.4±1.7 K-Ar N34.83299° E127.57998° YS-6
1 LA-MC-ICP-MS,  2 SHRIMP

그림 5-8. (a) 분석점과 206Pb/238U 연대를 표시한 화강섬록반암의 저어콘 CL 영

상과 (b) Terra-Wasserburg 콘코디아 도표

서로 다른 두 개의 돌산화강암 시료(YS-12, YS-58)에서 분리한 저어콘 

입자들은 모두 자형의 결정형을 갖으며, 음극선발광 영상에서 진동누대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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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대가 함께 관찰된다(그림 5-9).

YS-12 시료의 저어콘은 상속핵이 관찰되지 않으며(그림 5-9), 저어콘의 U과 

Th 농도는 각각 70-210ppm과 45-161ppm이고, Th/U 비는 0.67-1.01 이다. 한편, 

YS-58 시료의 저어콘 입자에서는 상속핵으로 추정되는 내부구조가 관찰되기도 

한다(그림 5-9). 저어콘의 U과 Th 농도는 각각 44-640ppm과 23-847ppm으로 농

도 변화가 크지만, Th/U 비는 0.52-1.34로 상대적으로 일정한 값을 갖는다. 

YS-12 시료에서 분리한 12개 저어콘 입자에 대한 SHRIMP 206Pb/238U 가중평

균연대는 67.38±0.80 Ma(MSWD=0.66, Probability=0.78)로 각각의 저어콘 입자들

이 비교적 일정한 연대를 갖는다. YS-58 시료에서 분리한 저어콘 입자의 

LA-MC-ICP-MS 206Pb/238U 연대는 다소 분산되어 나타나며(MSWD=4.7, 

Probability=0.0), 31개 분석점에 대한 가중평균연대는 78.76±0.36 Ma로 YS-12 

시료보다 약 11 Ma 오래된 연대를 갖는다.

그림 5-9. 분석점과 206Pb/238U 연대를 표시한 돌산화강암의 저어콘 CL 영상과 

Terra-Wasserburg 콘코디아 도표. (a-b) YS-12. (c-d) YS-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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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질 구조

여수·개도·돌산도·소리도 도폭 지역에는 지층 분포를 변위시킬 정도로 큰 

단층은 없지만 소규모의 단층은 여러 곳에서 관찰된다.

이 지역에 발달하는 선구조를 살펴보면 대체로 북서-남동방향 선구조가 가

장 강하게 나타나며, 북동-남서방향이 두 번째로 인지되고 동서방향의 선구조가 

약하게 발달하고 있다(그림 6-1).

여수도폭의 북쪽 인접도폭인 광양도폭(박희인 외, 1989)에서 선캠브리아시

대의 변성암과 백악기 퇴적암류의 경계단층이 남북 방향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변화하는 단층인 광양단층이 남쪽 여수도폭으로 연장될 것으로 기재하였다. 하

지만 여수도폭의 북부에서는 유문암과 하산동층이 충적층에 의해 분리되어 접

촉관계를 알 수 없으며 여수시 화장동 일대에서는 유문암과 하산동층이 단순한 

관입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광양도폭의 광양단층이 여수도폭까지 연장된다는 

증거는 없다.

조사지역에서 지질경계와 관련하여 단층이 인지되는 곳은 여수도폭 북서쪽 

소라면 상봉리 해안에서 신성리층과 유문암이 N60°W 방향에 거의 수직인 소규

모 단층에 접하고 있는 곳과 화양면 장수리 남쪽 해안에서 돌산화강암과 안포

응회암이 N60°W 방향의 추정 단층에 의해 접하고 있는 곳, 남면 나발도 남동쪽 

해안에서 안포응회암과 안산암이 N30°E 방향의 소규모 단층에 의해 접하고 있

는 곳(그림 6-2 ⓐ) 등 3곳이다.

이 외에도 여수도폭의 여수시 미평동과 만흥동 일대에서 동서방향 계곡을 

경계로 화강섬록암의 경계가 동서방향으로 구획되는 곳과, 돌산도폭 내 돌산읍 

둔전리의 뚜렷한 선상구조를 보이는 북동방향 계곡을 경계로 향일암응회암과 

유문암, 돌산화강암의 지질경계가 구획되는 곳에서는 단층을 의심하고 있지만 

노두에서 단층의 증거는 없다.

남면 나발도의 동남쪽 해안에는 안포응회암을 관입한 안산암의 관입경계를 

따라 발달한 N30°E/90°의  소규모 우수향 주향이동 단층이 관찰된다(그림 6-2 

ⓐ). 단층면에는 뚜렷하지는 않지만 남서쪽으로 약 15도 정도 경사하고 있는 단

층 조선이 남아있어 경사 주향이동 단층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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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여수·개도·돌산도·소리도 도폭 지역에 발달하는 선구조.

돌산읍 계동 동쪽 해안에는 향일암응회암 내에 N85°E/85°SE의 주향과 경사

를 보이는 소규모 좌수향 주향이동 단층이 관찰된다(그림 6-2 ⓑ). 이 방향을 

따라 계동방파제가 있는 해안선의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

남면 금오도 연목마을 북쪽 해안에는 금오응회암 내에 N45°W/90°의  주향과 

경사를 보이는 소규모 좌수향 주향이동 단층이 관찰된다(그림 6-2 ⓒ). 이 단층

대 내에는 소규모 유문암이 관입하고 있으며, 좌수향 주향이동에 따른 연성 단

층엽리가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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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a) 안포응회암을 관입한 안산암의 관입경계를 따라 발달한 N30°E/ 

90°의  우수향 주향이동 단층. 남면 나발도의 동남쪽 해안. (b) 향일암응회암 내

에 관찰되는 N85°E/85°SE의 소규모 좌수향 주향이동 단층. 돌산읍 계동 동쪽 해

안. (c) 금오응회암 내에 관찰되는 N45°W/90°의  소규모 좌수향 주향이동 단층. 

남면 금오도 연목마을 북쪽 해안. (d) 금오응회암 내에서 N50°E/40°SE의  단층마

찰면(slikenside)과 동서방향의 압축을 지시하는 단층 조선. 남면 금오도 연목마

을 북쪽 해안. (e) 안포응회암을 관입한 소규모 유문암을 따라 발달한 N30°E/ 

90°의  단층. 소라면 복산리 남쪽 해안. (f) 안포응회암을 관입한 소규모 유문암 

내에 압쇄엽리가 발달한 모습. 소라면 가사리 서쪽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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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바로 남쪽 지점에서는 금오응회암 내에서 N50°E/40°SE의  주향과 경

사를 보이는 단층마찰면(slikenside)이 관찰되고, 단층마찰면에는 255도 방향에 

상향경사가 18도로서 동서방향의 압축을 지시하는 단층 조선(fault lineation)이 

발달하고 있다(그림 6-2 ⓓ).

소라면 복산리 남쪽 해안에서는 안포응회암을 관입한 소규모 유문암을 따

라 발달한 N30°E/90°의  단층이 관찰된다(그림 6-2 ⓔ). 약 50cm 이상의 폭을 갖

는 이 단층대 내에는 유문암과 응회암이 단층 각력화되어 있고 일부 단층 비지

도 관찰되나 연장성은 없어 이곳에서만 관찰된다.

소라면 가사리 서쪽 해안에는 안포응회암을 관입한 소규모 유문암 내에 

N42°W/70°NE의  주향과 경사를 보이는 물결모양의 판상 절리와 같은 압쇄엽리

가 발달한 모습이 관찰된다(그림 6-2 ⓕ).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백악기 암체

에서는 흔하지 않은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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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geological map of the Yeosu·Gaedo·Dolsando·Sorido sheets were 

mapped on a 1:50,000 scale as one of the fundamental projects of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during 2014∼2015,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of Korea.

The quadrangle, which lies in the south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is 

bounded by the coordinates of longitude 127°30′00″〜 127°45′00″ East, 

latitude 34°30′00″〜 34°50′00″ North and longitude 127°45′00″〜 128°00′
00″ East, latitude 34°20′00″〜 34°40′00″ North (Bessel coordinate).

 The survey area is located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Yeongnam 

massif, and mainly consists of the Cretaceous sediments, andesitic to rhyolitic 

tuffs and tuffaceous sediments intruded by intrusive rocks. The Cretaceous 

sediments are Hasandong Formation of the Shindong Group. The Cretaceous 

volcanics are classified into Ungbangsan Tuff, Shinsungri Formation, 

Bonghwasan Tuff, Goheung Tuff, Gubongsan Tuff, Anpo Tuff, Palyeongsan 

Tuff, Hyangiram Tuff, Geumo Tuff and Ando Tuff based on their lithological 

features and geological relationship among them. The Cretaceous intrusive 

rocks are Rhyolite, Andesite, Granodiorite Porphyry and the Dolsan granite.

Method of the geological investigation was wholly dependent on the 

reconnaissance, and during the fieldwork 1:25,000 scale topographic maps were 

used.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the survey area includes most of the 

Yeosu city, a part of the Goheung-gun of the JeollaNamdo province. The 

topography of the Yeosu·Gaedo·Dolsando·Sorido quadrangles are 

characterized by the Yeosu and the Hwayang peninsulas and islands 

surrounded by the Namhae sea. There are no significant big fault in the 

Yeosu·Gaedo· Dolsando·Sorido quadrangles. A NW or WNW and NE trend 

big lineaments are major structural line and represent geological distribution 

and shore line and shapes of islands topograph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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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EOLOGY

The Yeosu·Gaedo·Dolsando·Sorido sheets area mainly consists of the 

Cretaceous sediments, the Cretaceous volcanics such as andesitic to rhyolitic 

tuffs and tuffaceous sediments, the Cretaceous intrusive rocks and the 

Quaternary sedimentary rocks.

The geological successions of the Yeosu·Gaedo·Dolsando·Sorido sheets 

are presented in Table 1.

2.1. Cretaceous Hasandong Formation

The Cretaceous Hasandong Formation which belong to the Cretaceous 

Shindong Group, is consist of conglomerate, pebbly sandstone, medium to 

coarse-grained sandstone and reddish mudstone.

The Hasandong Formation is a basement of the Yeosu·Gaedo·Dolsando 

·Sorido sheets, occurs in the northern part of the Yeosu quadrangle as a  

small body, and is developed along the coastal zone of the Kwangyang Bay.

Bedding of the Hasandong Formation in the Yeosu quadrangle is usually 

from NS/30°W to N50°E/10°NW where as is usually regular as N20-40°W/ 

10-15°SW in the Kwangyang quadrangle.

2.2. Cretaceous Yuchun Group

The Cretaceous volcanics which belong to the Cretaceous Yuchun Group, 

are classified into Ungbangsan Tuff, Shinsungri Formation, Bonghwasan Tuff, 

Goheung Tuff, Gubongsan Tuff, Anpo Tuff, Palyeongsan Tuff, Hyangiram Tuff, 

Geumo Tuff and Ando Tuff based on their lithological features and geological 

relationship amo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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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ratigraphy of the Yeosu·Gaedo·Dolsando·Sorido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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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Ungbangsan Tuff

The Ungbangsan Tuff is consist of andesitic tuff, purple colored tuff and 

andesite. This is divided into mainly two unit. Lower unit is a purple colored 

rhyolitic to dacitic lapilli tuff with some welding and bedding as a 

N30°E/18°NW. Upper unit is dark gray colored massive andesitic tuff with 

plagioclase phenocryst and rare rock fragments.

The Ungbangsan Tuff is occur in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Yeosu 

quadrangle.

2.2.2. Shinsungri Formation

The Shinsungri Formation is consist of tuffaceous conglomerate and 

breccia, pebbly sandstone, medium to coarse-grained sandstone and reddish 

mudstone.

The Shinsungri Formation is occur in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Yeosu 

quadrangle as a very small body and is developed along the coastal zone of 

the Suncheon Bay.

Bedding of the this formation is not clear because of small body and 

brittle fracture in mudstone and cross bedding is developed in the medium to 

coarse-grained sandstone.

2.2.3. Bonghwasan Tuff

The Bongwhasan Tuff is consist of mainly dacitic to rhyolitic lapilli tuff 

with some welding structure. This is usually pale gray colored massive lapilli 

tuff and have many volcanic rock fragments and rare plagioclase phenocryst.

It cover over the Ungbangsan Tuff in unconformity and this tuff is occur 

in the northern part of the Yeosu quadrangle widely and intruded by rhyolite 

and the Dolsan granite.

Welding structure is developed in many places with N10°E/10°NW.



- v -

The whole-rock K-Ar dating of this tuff is a 84.4±1.7 Ma, indicative of 

the middle Upper Cretaceous.

2.2.4. Goheung Tuff

The Goheung Tuff is consist of mainly dacitic to rhyolitic lapilli tuff. This 

is usually pale gray colored massive lapilli tuff and have some volcanic rock 

fragments and rare plagioclase phenocryst as like a the Bongwhasan Tuff.

This tuff is occur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Gaedo quadrangle as a 

very small body.

2.2.5. Gubongsan Tuff

The Gubongsan Tuff, exposed in the eastern part of the Yeosu 

quadrnagle, consist mainly of massive andesitic to dacitic lapilli tuff, ash tuff 

and andesite. This tuff is usually dark gray to gray colored massive lapilli tuff 

and has volcanic rock fragments and abundant plagioclase phenocrysts.

Sometimes andesitic ash tuff shows a good bedding with N12°W/13°SW 

according to the locality.

2.2.6. Anpo Tuff

The Anpo Tuff is consist of mainly bedded dacitic lapilli tuff and ash tuff, 

andesitic tuff and detrital sediments. This is usually pale gray or pale brown 

to purple colored bedded lapilli tuff containing many volcanic rock fragments 

and rare plagioclase phenocrys and well bedded ash tuff. Bedding of tuff 

developed well as N10°W/12°SW and N42-75°W/23-40°SW according to the 

locality.

 This tuff is occur in the Yeosu and the Gaedo quadrangles very widely 

along the coastal zone of the Hwayang peninsula and islands which intruded 

by Andesite, Rhyolite and the Dolsan gra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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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ole-rock K-Ar dating of this tuff is a 84.4±1.7 Ma, indicative of 

the middle Upper Cretaceous.

Sediments are intercalated in dacitic to andesitic lapilli tuff in conformity. 

They are syn-depositional sediments with tuff. They consist of conglomerate, 

gravelly sandstone, coarse or medium-grained sandstone and mudstone. These 

sediments show well bedding which are usually regular as N74-87°E/09°SE and 

some variation in composition across bedding. Dinosaur foot print fossils 

developed in the Sado and Chudo island.

2.2.7. Palyeongsan Tuff

The Palyeongsan Tuff consists of mainly rhyplitic to dacitic lapilli tuff. 

This is usually pale gray colored lapilli tuff and have volcanic rock fragments 

and abundant plagioclase phenocrysts. This tuff shows a good bedding 

according to the locality. The Palyeongsan Tuff is occur in the western part 

of the Gaedo quadrangle as a small body.

2.2.8. Hyangiram Tuff

The Hyangiram Tuff is consist of mainly andesitic to dacitic lapilli tuff, 

tuff-breccia and andesite. This is usually dark gray to gray colored lapilli tuff 

and have volcanic rock fragments and abundant plagioclase phenocrysts.

This tuff is occur in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Gaedo quadrangle and 

north-western part of the Dolsando quadrangle.

Bedding of tuff developed well according to the locality. Tuffaceous 

sediments are intercalated in dacitic to andesitic lapilli tuff in conformity. 

Basaltic lava is often intercalated in andesitic lapilli tuff with 5∼10 m 

thickness.

The whole-rock K-Ar dating of this tuff is a 79.5±1.6 Ma, indicative of 

the middle Upper Cretac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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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Geumo Tuff

The Geumo Tuff consists of mainly massive dacitic lapilli tuff and tuff 

breccia. This is usually pale gray to gray colored massive lapilli tuff and has 

volcanic rock fragments and abundant plagioclase phenocryst.

This is very massive so there is no bedding. But thin tuffaceous sediment 

layers are intercalated in dacitic lapilli tuff in conformity. 

The Geumo Tuff occurs in the Gaedo, the Geumodo and the Wolhodo 

islands in the eastern part of the Gaedo and the Dolsando quadrangles.

The whole-rock K-Ar dating of this tuff is a 60.4±1.2 Ma and 66.7±1.3 

Ma, indicative of the Upper Cretaceous.

2.2.10. Ando Tuff

The Ando Tuff consists of andesitic lapilli tuff, tuff breccia and dacitic 

lapilli tuff. This is divided into mainly two unit. Lower unit is a pale gray to 

yellowish colored rhyolitic to dacitic lapilli tuff. Upper unit is dark gray colored 

massive andesitic tuff with plagioclase phenocryst and rare rock fragments and 

tuff breccia. The Ando tuff occurs in the Sorido quadrangle and is intruded by 

the Dolsan granite.

2.3. Cretaceous Bulguksa Intrusives

2.3.1. Rhyolite

Rhyolite occurs ubiquitously in the Yeosu, the Gaedo and the Dolsando 

sheets, and shows pale gray to yellowish-gray color and fine to 

medium-grained or massive fine aphanitic texture. This is the major rock in 

the Yeosu sheet intruding the Anpo, the Bonghwasan and the Gubongsan tuffs, 

containing several lithic tuffs as a xenol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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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 alkali versus silica composition of this rhyolite shows a series of 

differentiation well and large variation from dacite, trachyte to rhyolite.

Flow band structure is developed in many places with N25°E/35°SE, 

N85°W/50°NE and N59°W/11°SW.

The whole-rock K-Ar dating of this tuff is a 63.2±1.2 Ma and 81.1±1.6 

Ma, indicative of the Upper Cretaceous.

2.3.2. Andesite

Andesite occurs ubiquitously in the Yeosu, the Gaedo and the Dolsando 

sheets, and shows dark gray to gray color and fine to medium-grained 

containing volcanic rock fragments and abundant plagioclase phenocrysts or 

massive fine aphanitic texture. This intrudes the Anpo, the Bonghwasan and 

the Gubongsan tuffs, and rhyolite. Sometimes this andesite is misunderstood as 

a andesitic tuff which containing andesitic lithic tuffs as a xenolith.

The total alkali versus silica composition of this andesite shows a series of 

differentiation well and large variation from basaltic andesite, trachyandesite 

andesite.

The whole-rock K-Ar dating of this tuff is a 57.2±1.1 Ma, 73.7±1.4 Ma 

and 82.0±1.6 Ma, indicative of the middle Upper Cretaceous.

2.3.3. Granodiorite porphyry

Granodiorite porphyry occurs in the eastern part of the Yeosu sheet,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Gaedo sheet and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Dolsando sheet, and is extended to the Gwangyang sheet. This porphyry 

intrudes the Anpo and the Hayngiram tuffs, and is intruded by the Dolsan 

granite.

It shows gray color, a fine to medium-grained porphyry texture by 

plagioclase phenocryst, and has many enclaves. Granodiorite porphyry is 

characterized by plagioclase and hornblende phenocrysts less than 5 m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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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grained matrix.

This granite contains subhedral to anhedral plagioclase phenocrysts ranging 

0.5∼1cm according to the place. Major mineral assemblage comprises quartz, 

plagioclase, hornblende and biotite. Magnetic susceptibility is high, 0.492∼1.19 

mSI. The total alkali versus silica composition of this granodiorite porphyry 

shows granodiorite.

The SHRIMP U-Pb zircon dating of this granite is a weighted mean 

206Pb/238U age of 88.6±0.9 Ma, indicative of the middle Upper Cretaceous 

intrusion.

2.3.4. Dolsan Granite

The Dolsan granite occurs ubiquitously in the Yeosu·Gaedo·Dolsando· 

Sorido sheets, and shows dark gray to gray color and fine to medium-grained 

equi-granular texture. This granite is medium-grained biotite-hornblende 

granite and characterized by lath shape hornblende with local feldspar 

porphyry.

The total alkali versus silica composition of the Dolsan granite shows a 

series of differentiation well and large variation from diorite, granodiorite to 

granite.

This granite contains subhedral to anhedral alkali feldspar and plagioclase 

phenocrysts ranging 2∼5mm and occurs commonly as porphyritic granite 

although some parts are massive without feldspar phenocryst. This granite 

contains many fine-grained mafic microgranular enclaves. It is a granite to 

granodiorite in composition according to total alkali versus silica composition. 

Mineral assemblage comprises quartz, alkali feldspar, plagioclase, hornblende 

and biotite with minor amount of titanite, zircon, allanite and opaque mineral. 

Magnetic susceptibility is high, 3.8∼10.4 and 19.6∼39.1 mSI according to the 

locality.

The SHRIMP U-Pb zircon dating of this granite is a weighted mean 

206Pb/238U age of 88.0±0.8 Ma and 88.7±0.8 Ma, indicative of the Late Tri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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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usion.

2.4. Quaternary deposits

The Quaternary sedimentary deposits are widely distributed along the 

coast area which meet the present river courses and on the plain of land. 

The old coastal terrace sediments can be observed in the Dolsando area. 

Alluvium consists of unconsolidated sand, beach sand, gravel and mud, and 

faint stratification is recognized in spite of poor sorting.

The reclaimed lands are widely distributed along the coast area in the 

Yeosu industrial complex of the northern part of the Yeosu sheet.

3. WHOLE-ROCK GEOCHEMISTRY AND GEOCHRONOLOGY

3.1. Whole-rock geochemistry

Cretaceous granite samples show wide compositional variation ranging from 

diorite through granodiorite (quartz diorite) to granite in TAS diagram. 

Granodiorite porphyry belongs to granodiorite range whereas Dolsan granite 

belongs to diorite-granodiorite-granite ranges. Total alkali contents of 

granodiorite porphyry (5.50-5.82 wt.%) is lower than those of Dolsan granite 

(5.77-8.63 wt.%). As SiO2 content increases, Al2O3, Fe2O3, MgO, and CaO 

contents of the granite samples decrease whereas K2O content increases in 

Hacker diagrams. TiO2, MnO and P2O5 contents of granodiorite and granite 

samples show negative relation with SiO2 content whereas those of diorite 

samples show positive relation. Na2O content dose not systemically vary with 

SiO2 content.

Cretaceous volcanic rock samples mostly belong to sub-alkaline series, and 

show compositional variation ranging basaltic andesite-andesite-dacite-rhyo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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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ther volcanic rock samples belong to alkaline series trachy-andesite to 

trachyte ranges. Most of sub-alkaline series volcanic rocks samples belong to 

High- to Medium-K calc-alkaline series whereas some of them belong to 

shoshonite-series or Low-K tholeiite series in SiO2 vs. K2O plot. All of the 

analyzed volcanic rock samples are plotted in igneous spectrum range in 

100×K2O/(Na2O+K2O) vs. Na2O+K2O diagram suggesting no secondary alteration 

in these samples. Most of the analyzed volcanic rock samples are plotted in 

lower-right side of K2O/Na2O=1 line suggesting Na-series rather than K-series 

of these samples. TiO2, Al2O3, Fe2O3, MnO, MgO, CaO, P2O5 contents of the 

analyzed volcanic rock samples show negative relation with SiO2 content in 

Hacker variation diagram. As SiO2 content increases, K2O content increases 

whereas Na2O content dose not systematically vary.

3.2. Geochronology

We carried out whole rock K-Ar age dating for 10 samples from 6 

different lithologic units to establish the extrusion or intrusion age of tuffs and 

rhyolite. Bonghwasan tuff and overlying Anpo tuffs show almost same ages of 

84.7±1.7 Ma and 84.4±1.7 Ma,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Hyangiram 

tuff show slightly younger age of 79.5±1.6 Ma than overlain Bonghwasan and 

Anpo tuffs. Geumo tuff shows slight age variation ranging from 66.7±1.3 Ma 

to 60.4±1.2 Ma. Rhyolite and Seoyisan tuff show wide age variation ranging 

82.0-57.2 Ma and 81.1-63.2 Ma, respectively. These phenomena of almost 

identical ages from different lithologic units and wide age variation up to ca. 

25 Ma in the same lithologic unit were partly attributed to the influence of 

unexpected old rock fragments included in whole rock powder.

Zircon grains from granodiorite porphyry (YS-21) are euhedral and show 

oscillatory or sector zoning without inherited core under cathodoluminescence 

(CL) image. U and Th contents are 87-479ppm and 55-529ppm, respectively. 

Th/U ratios are identical in both oscillatory and sector zoned areas, and range 

from 0.48 to 1.14, which is common ratios in magmatic zircon. Weighted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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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6Pb/238U age for zircon rims is 85.3±1.2 Ma (n=9, MSWD=2.0, 

probability=0.039).

Zircons grains separated from two different samples (YS-12, YS-58) of 

Dolsan granite are euhedral and show oscillatory or sector zoning under CL 

image. Zircons from YS-12 do not have inherited core, and have U and Th 

contents of 70-210ppm and 45-161ppm, respectively. Th/U ratios of these 

zircon grains range from 0.67 to 1.01. On the other hand, zircons from YS-58 

show internal texture under CL image which is supposed to be inherited core. 

U and Th contents of these zircon grains are 44-640ppm and 23-847ppm, 

respectively. Th/U ratios are 0.52-1.34. Weighted mean of SHRIMP zircon 

206Pb/238U age of YS-12 is 67.38±0.80 Ma (n=12, MSWD=0.66, probability=0.78). 

On the other hand, weighted mean of LA-MC-ICP-MS zircon 206Pb/238U age of 

YS-58 is 78.76±0.36 Ma (n=31, MSWD=4.7, probability=0.0). 

4. GEOLOGICAL STRUCTURE

Geological structures of the Yeosu·Gaedo·Dolsando· Sorido sheets are 

represented small strike-slip fault including inferred brittle fault and there are 

no significant big fault.

Lineaments analyzed from digital elevation model show predominant 

orientation of NW-SE, WWE-ESE and NE-SW directions around the Yeosu· 

Gaedo·Dolsando· Sorido sheets.



          2015년  12월     일 인쇄

          2015년  12월     일 발행

여수·개도·돌산도·소리도도폭        

      지질조사보고서

         발행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인  쇄: 태    문  화  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5

GEOLOGICAL REPORT
OF

THE YEOSU·GAEdO·dOLSANdO·
SORIdO SHEETS

Scale 1:50,000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2015

여

수·

개

도·

돌

산

도·

소

리

도

도

폭 
 

지

질

조

사

보

고

서

한

국

지

질

자

원

연

구

원

여수·개도·돌산도·소리도도폭

지질조사보고서

축척 1: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