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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部 아이 다호/‘I、I의 花關岩 tor地形 考察

1. 序 論

2. 調훌地域의 地質

3. Rock City 의 tor 地形 觀察

(1) Large tor 

(2) 中間型 tor 

(3) Small tor 

1. 序 論

《目

美 西部 아이다호州의 南部一圓에는(420 N. , 

1140 W) 實入 深成岩起源의 화강암山地가 發達

하여 .~聯의 多樣한 基盤岩 露出地形들이 形成

되어 注目을 끌고 있는데 이들 地形-들은 世界到

處에서 報告되어 온 tor 地形과 흡사하다. 이에 

筆者는 이 곳의 R씹흉.考察을 通하얘 기 만암 짧頭 

의 특징 파 發達過程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곳은 現在 아이다호州의 州立公園오로 地域

名稱은 ‘the S i1ent City of Rock' (야 하 Rock City) 

로서 海技 1800m 가 넘는 高原 平떠面으로서 높 

은 山峰들이 散在하고(最高~총 3000m Mt. lndepen

dence) 있는터1 北北東-南南西의 走向과 N30
0 

W-S300 E 方向의 主、헐갑이 있오냐， 全盤的오 
로 低:l:[g化 되었고， 東便을 向하여 열려져 微

* 淸州大學校 地理敎育科 助敎授.

*훌 

~)) 

4. tor 地形의 發達

(1) 從來의 見解
(2) 節理와 斷짧쿠조 

(3) Rock City 와 tor 地形

5. 要約 및 問題點

훌뼈 휴훌* 

弱한 益껴1?!講j띨룹 이룬마. 河川은 없고 소규모 

creek 가 發達하는데 沙漢灌木의 숲을 이 루고 있 

다. 家옳(소， 얄)의 放救이 行해진다. 

本 地域을 調효한 CLlnning펴m 교수의 昭究에 

서 는1) 이 곳의 露頭構造에 서 현저한 節理組織파 

硬岩 및 風化岩石의 交代出現， 라테라이트性의 

鐵設層(duricrust)의 殘存物파 j容解뚫地(pan-hole) 

그러고 周水폐針面化作用으로 보이는 援科面地

形을 들어서 이들의 岩塊地形을 說明하였는데 

中繹度圖의 이들 地形形成을 ~~敏 (convergence) 

외 觀點에서 理解하고 있오며 2) 第三紀 亞熱帶性

氣候環境파 洪積世寒冷氣候環境下에서의 露出

(exhumation)되 었 다고 보고， tor 地形이 라기 보 

다 Inselberg 와 類似한 池形이 라고 主張한다. 

그 理由는 水平節理의 슐弱注파 曲線節理(cur

ved joint)짧達을 들었 다. 쉴꽃者는 그의 論文을 參

考로 調좁j也域을 추적해 보기로 했는테 낀規模 

1) Cunningham, F. F. , 1971, "The si1ent city of rocks, a bornhardt landscape in the cotterrel range, 
South ldaho, USA" , Z. GeomorPh. N. F. vo1. 15(4) , 404 ........, 429. 

2) Cunningham, F. F. , 1969, “The crow tor앉， Laramie mountains, Wyoming, U. S, A." Z. GeomorPh .• 

N.F.. v잇. 13,56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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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지역도 

화강암 dome 池形(Bornhardt)이 變形되 어 이 루 
어졌다는 것에 疑問야 생기게 되었다. 이는 從
來의 많 짧究되 어 온 화강암 tor 地形들이 如實

히 나타나고 있기 혜문이다. 
~般的으로 tor 는 周邊의 완경사地表로부터 

突出한 작은 표陸 또는 E鍵의 集積物로서 長久

한 風化過程에서 regolith 가 두꺼워지고 風化層
의 下限面(weathering front) 즉 堅固한 기 반암까 

지 不規則的으로 風化가 進行된 곳에서 集~þ的

인 、홉館이 發生하여 硬岩部分이 最終的으로 地

表上에 드러 나는 過程의 基盤岩을 總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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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t이다 3， 4) 여기에는 形態上 變化가 많아 그 發達

性格규명에 論難의 餘地가 많다. 本 조사에서 

使用한 地圖는 USGS 發刊의 1 : 24000 縮R圖이 

‘다. 

2. 調훌地域의 地質

南部 아이 다호써l의 地質은 아직 도 잘 밝혀 지 

지 않고 있다. 先캠브리아및 古生代 古期堆

積岩層과 中生代層 그리 고 新生代 lava 層이 廣

範圍하게 出現한다. (사진 2) 

本 地域의 地形發達도 主로 後白뿔紀에서 始

作되며 이 期間을 前後해서 陸化되어 그 堆積두 

께는 2000"'2500m 에 達하고 變成을 밭아 높은 

d埈峰꼴 유지하고 있다 5) 

後 白펄紀에 始f'F된 Laramide 造山作用오로 

대규요 隆훤運動이 남부 아이다호싸I에서 南北走

;向으로 地했균열을 수만하면서 發生했는데， 01 

-- Fault Line 
,.. ... _-

…M 

때
 
] 

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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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斷짧(fracture)이 斷層을 짜라 심하게 形成꾀 

였다. 

塊狀의 아이다호 底盤體(batholith)는 이해 造

山活動의 初期에 實入되었다 6) 

이혜 先캠브리아등 古期岩層은 이들 대규모 

實入活動에 짜라 化學的 • 構造的A로 심하게 變

成되어 陣岩化作用을 받았고 彈力한 地盤쫓起와 

補曲으로 則制이 進行되어 初期 新生代에 이르 

그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지질시내와 서로 다른 氣候를 겪었먼 지역에도 유사한 地形을 초래하는 현상을 
‘convergence evolution’이 라 생 각 하였 마. 

3) Linton, D. L. , 1955, “The roblem of tors": Geog. J. , vol. 121, 470 ....... 81. 그의 定義블 온다면 , 
‘ A tor is a residual mass of bedrock produced below the surface level by a phase of profound rock 
rotting effected by groundwater and guided by joint systems, fo lIowed by a phase of mechanical 
stripping of the incoherent products of chemical action. " 

4) Pul1an, R. A. , 1959, “Tor": Scott z"sh Geog , Mag. , 75, 51 ....... 5, 그의 定義는 또한 다음파 같음. 
A tor is an exposure of rock 껴 situ, upstanding on all sides from the surrounding slopes and it is 
formed by the differential weathering of a rock bed and thc removal of the debris by mass move
ment(p. 54). 

5) Howard, A. D. , 1956, “Upland surfaces of the western United States," Quart. J. of Geol. Soc. of 
Londoη， vol. 119, 131 ....... 3. 

,ß) Howard, A. D. , 1956, oþ. cz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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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러 平행化(pediplain?)했다7) 이 들 高位 平펄面上 

에 화강암實入體가 Rock City 의 母岩이 되 었 으 

며 그 以後 계속 융기화운동이 持續되어 홉館過 

程은 계속중이며 本 考察對象 역시 남부 아이다 

호사l의 pediplainj peneplain 의 殘蘇 표曉地 엄 을 

示浚하고 있다. 

主陸線 上部에는 lava 分布가 不連續으로 덮 

이 고 急、f煩科의 溶岩崔도 發達된다. 主俊線 Alb

ion 山地에서 12km 東으로 격리된 같은 高度上

에도 lava 山 l쫓이 聽見됨으로 lava field 가 한 

혜 이 池域을 덮 었 음을 示魔하고l 斷層운동으로 

여 러 group 으로 끊겨 진 古期岩石層을 不規測的

으로 接하고 았 다. Albion 山地의 特徵的안 것 

은 本 考察中心안 화강암 底盤파 관랜된 크고 

작은 stocks 들로서 *且拉質 角閒石 화강암들이 

다. 色相은 밝은 友色이 며 多樣한 彈度블 지난 

基盤岩들로構成펀다. 

3. Rock City 으I tor 地形觀察

本 調흉地域에는 古期變成 堆積岩가운데 크 

고 작은 數많은 화강깎 露頭로 構成되어 지역 

이 름 그대 로 Rock City 이 다(사진 1). 觀察對

象地域中心은 대략 서울大學校캠펴스의 1. 5倍

정도이다. 西部開招時代에 개척안들의 里程表

7) Cunningam, F. F. , 1971, op. cit. 

(Iandmark)7} 되 어 왔고， 少數의 안다 안住民애 

居住한 바 있으나， 지금 껏 人口희박지역으로 

알려지고 道路도 非輔裝이다. 화강암에서 拉狀

風化結果로 보이는 租妙層이 덮여 運轉에 不便

할 정 도이 며 家춤의 移動路로 利用된다. 마을로 

서는 60戶의 mormon 開招村 Almo 가 있다. 露

頭觀察을 整理하띤 다음과 갚이 3種類로 分類된 

다. 

(1) large tor 

Q) 높이 20m"-'25m 에 達하며 福01 15"-'2m 內

外로 平행面高度 1850m 에 突出한 규모가 륜 

tor 로서 租拉質 화7.: 암 (hornblende granite) 이 다 

(사진 2) , 

밝은 까色괴- 약간 검 은色相을 보이 고 岩石은 

風化되 지 않았다. 調호露頭中 形態가 큰 圓搭狀

이다. 둔률直節理와 曲線節理가 發達했다. 젤리面 
을 짜라 이루어 진 갑은 微弱한 土壞으로 沙i莫灌

木이 담生한다. 上段部分은 元來 하나의 화강암 

dome 形態、혹 判斷되고 세봉우리로 나뉘어 Twin 

Sisters 라 명칭된다. 下段은 不規則으로 쪼개진 

面이 나타나고 基底에는 直座 4'"'-'5m 의 岩塊가 

長짧 2m 內外의 角燦파 더 불어 rock fall 펀 

다. scree는 發達되지 않았다. 

@ 높이 13'"'-' 14m, 福 10m, 걸이 5'"'-'6m 의 화 

강암 dome形態로 華直， 水平節理는 없으며 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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狀의 節理가 우세 하다. 岩塊形態는 윗 」부휴분。 

convex, 아래 쪽이 concave 언데 그 옆에 creek 

가 形成되 어 있 고 overhang curved 되 어 所謂

fIared 힘面化 된다. convex 面上에 直짧 50cm, 

깊이 20cm 의 溶解覆地가 發達한다. *立狀붕괴녁를 

보이 고 creek 에 서 운반펀 租꾀;堆積層01 cemen

ting 없 이 微弱히 CIO"-'20cm) 發見된다. 板狀節

理에서 밟은 flaking 짧象이 觀察된다 高度는 

1920m 이다. 

(2) 中間型 tor 

@ 높이 10m 內外， 福 7m 에 걸친 同種의 화 

강암으로 華直節理가 잘 發達되어 搭(Tower) 形，

岩角柱로서 調훌地域의 中心部에 位置한다(사낀 

3). 호주에서 地方名으로 알려진 cathedral 

rock 이 다 tor 는 대 여 섯 개 의 block 으로 構

成되며 各 block 은 2"-'3m 높이와 1m 의 l隔안 

데 화강암 柱狀節理의 특징을 잘 보이고 있다. 

岩塊의 面은 흠이 파여져 있고 水平節理도 發達

되어 長方形(cuboidal block)으로 나타난다. 上段

은 frost 作用으로 쪼개 져 뾰‘츄한 모서 리 블 가진 

다. 岩柱사이 에 는 台石(Schlusstein)이 놓여 있 는 

사진 3. 

데 , 이 역 시 frost 破햄作用으로 岩塊의 자B-} 

바꿈( displacement)파 굴러 서 移動됐 음을 보얀 

다. 岩柱頂上과 周邊平행面을 이으면 작은 borrr 

hardt 나 페 다 멘 트面 또는 ruware 地形8)으로 居

做펀다. 高度는 1800m 이 다. 

@i힘度 1920m 에서 보여지는 높이 7"-'8m 로 

極히 완경 사에 서 孤立으로 發達된 화강암 Tor 

로서 曲線節理와 華直節理가 交又되어 興味롭게 

觀察된다. 上段의 直짧 1m 內外의 岩塊는 core 

stone 의 變形으로 안정된다. ‘화살표’에 쪼개 

져 분리 펀 duricrust 가 있 다(사진 4). 

(3) smaIl tor 

@와 @: 높이 5m, 福 10m, 두께 약 2 "-'3m 

크기 의 長方形 block tor 로서 世界 各地에 서 

報告된 種類의 露頭이 다(사진 5). 

화강암山地와 低地의 中間的 位置 즉 knick 

에 該當된마. 南北走向의 아이 다호 Batholith 中

心부(Almo 西쪽 6km)로서 華直， 水平節理가 交

又하냐 華直節理가 卓越하다. 各 block 의 長~
1. 5"-'2m 크기로 節理로 묶여져 (bounded)되어 

上段에는 陸上創制으로 變形받은 corestone 야 

8) 南部 아프리차에서 使用되는 用語안데， 平펄한， 또는 완경사의 露岩으로서 碩料節理(dipping joint)가 닥월 
한 경우이다. 

Margaret Gary 外， 1972, Glossary 01 Geology, p.622에 依합. 

% 

싸
 



사진 4. cunningham 에 의합(1971) 

4얹 한다. 下段 기 만암을 向해 節理密度가 높아지 

나 岩石은 風化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水2JS

節理7t 많으면 多數의 corestone 으로 boulder 

inselberg 가 이 루어 침 은 熱帶形 tor 에 서 觀察

되 고 있 다 9) open joint 는 選擇風化 進展으로 

岩塊모서리에서 化學的分解로 둥글체 펀다. Tor 

測面은 華直.節理面을 짜라 tafoni 가 發達되는 

:데 現生의 것은 아난 것 같다. 理由는 구멍 內部

에 rock meal10)이 없기 혜뭄이다. Tor 表面

은 하늘을 向해 움푹파안 溶解쩔地(water hole , 

, Cunningham 교수는 pan hole 로 稱)가 水分의 흔 

척파 積雪에 依하여 덮여져 있는 것이 多數觀察

된다. 이는 作今도 進行中엄을 뜻한다. 크기도 

펀짧 50cm"'-'lm, 갚이 20"-'30cm 의 것이 많고 
節理와 無關하게 本 露頭흘 中心으로 상당수가 

發見된다. 그러 고 基盤岩은 深層風化블 말았다 

’(사진 6). 

4. tor 地形의 發達

(1) 從來의 見解

lÍ:陸性의 露岩體안 기만암 tor 를 포함한 여 

러 가지 形態 則 岩石 dome, 보른하르트， 코피 
에 (kopje), 좁은 帶狀構造의 }愛線 또는 규요가 

큰 不規則한 形態의 t명岩들은 地表上 어 떼 한 起

1*을 가진 地形發達段階에서도 흰훈遍的으로 登場

하는 것들이다. 이에는 여러가지 起源야 있으냐 

特쩔한 것은 2JS t딛面上의， 예를둡면 古期i풍餘面 

上에 우뚝 솟은 기만암에 關心을 가지면서 調홈 

되어 왔고 英國 남서부 Dartmoor 高原面에서 古

典的언. 模型으로 알려 져 왔다ï1) 그 後 昭究者들 

이 아프리카와 호주로 進出하면서 仔細허 詳論
되 었는데 12,13,14,15) 아직 도 解決올 뭇 본 3也形分

9) Thomas, M. F. , 1965, “Some aspects of the geomorphology of domes and tors in Nígeria," Z. Geom 
orPh. N. F. , vo1. 9, pp.63"'81. 

10) 김주환 外， 1978, “한국의 화강암에 말달한 Salt Weathering 현상에 판한 기후 지행학적 연구 地理學昭究，

4호， 29--52. 
11) Linton, D. L. , 1955, “The problem of tors," Geogrl. J. , vol. 121, PP.470--487. 
12) Handley, J. R. F. , 1952, “The geomorphology of the Nzega area of Tanganik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formation of granite tors," Coηgr. grol. Intern. Compt. Rend. 2e, Algiers, 201 ,......210. 
13) King, L. C. , 1958, “Correspondence: the problem of tors" , Geogrl. J. , vo1. 124, pp.289--291. 
14) Olier, C. D. , 1960, “The inselbergs of Uganda, ’ Z. GeomorPh. N. F. , vol. 4, pp ‘ 43--52. 
15) Thomas, M. F. , 1965a, oþ.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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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野이며 北美쪽에선 이에 대한 판심이 적은 分野

에 속한다. 이는 유렵에 比해 氣候地形學的 接

近이 看過되 고 있는 事實파 부합한다. Tor 뛰 

起源파 發達에는 여러가지로 提示되었으나 어펙 

한 解釋도 多樣한 岩種16) 高度， 全氣候帶에 짜 

른 一聯의 露出 現象을 說明할 수 없는 것 같 

다 17) 모든 tor 地形의 說明을 寫해서는 하나꾀 

形成 mechanism 으로는 不可能하며 , 相異한 形

成作用이 그 어떤 地形을 이루어 갈 혜， 어느 時

點의 段階에서 類似한 結果를 보이 는 地形을 招

來하는데 이 해 典型的으로 나타냐는 것 이 하j료 

tor 라는 것 이 다 18) 오늘날 多數들이 支持하는 

理論으로써 세가지 類型을 살펴 본다면 다음파 

같은 것들이다. 

@ Africa 곳곳에서 觀察되는 廣大하고도 堅

固한 岩石 、홉館面이 넓게 말달한 페다 플레안化 

作用 (pediplanation) - 이 는 삶面의 風化作用

(back wearing)의 結果에 基因하여 最後에 남관 

殘餘遺物묘俊(inselberg)에서 또다시 붕괴펀 結果

block 物質야 냐 core stone 이 集積펀 kopies 로
보는 見解 19 ， 20 ， 2 1)

@ 老年期 地形에 도달한 漫館基盤面에 差5](↓

的 深層風化카 이루어진 곳에 새로운 漫敏의 復
活로 활발한 風化層의 脫去作用 (stripping)으로 

不規則한 基盤面이 平地面에 突出되는 現象A로 

生成된다는 主張안데 이 혜의 深層風化는 亞熱帶

性 溫麗습윤기 후조건이 며 i훌훌뽀過程은 氣候와 海

面의 變動에서， Stripping 은 周永河環境에서의 

mass movement 인 솔리플럭션을 들고 있다. 
22,23) 

이 러 한 tor 는 中繹度園 또는 現.tE “亞熱帶

性”에 들지 않 o 으로 本來의 둥-곤形의 쿠조가 

사라치고 角岩形態를 보이는 例가 있으묘로 變

形펀 「化石J tor 로 간주한다. 

@ Tor 發達을 둔드라 氣候條件에 서 찾는 것 

인데， 힘面後退와 판련 짓고 있다. 料面의 上段

部分을 짜라 斷뿔가 形成되고 이것이 平衝에 도 

달한 기반암을 指稱할 때 tor 라 보는 경우이 

16) 뉴우지일랜드의 片岩 Tor , 휘록암은 태즈매니이·에서， 流救岩은 애리조냐， 그리고 妙岩起源은 英의 페냐인 

山眼파 체코슬로바키아에서 記述되고 있음. 

17) Caine, N. , 1967, “The tors of ben lomomd , Tasmania," Z. Geomorph. , 11. 4, N. F. 418--429. 
18) Cunningham, F. F. , 1969, op. cit. 
19) King, L. C. , 1948, “A theory of bornhardts," Geogrl J. , 112, 83-87. 
20) Cotton, C. A. , 1961, “Theory of savanna planation ,>> GeograPhy , 46, 89-96. 
21) Twidale, C. R. , 1968, “Pediments," In: R. W. Fairbridge(ed) , The Eηcyclopedz'a of Geomorþhology ,. 

Reinhold, New York, 817-818. 
22) Linton, D. 1., 1955, oþ. cit. 
23) Thomas, M. F. , 1969, op. cit. 여 기 에 서 , Thomas 의 主張은 지 후밴동이 아니 고 深層風化의 反復 過程어!i 

서 이루어진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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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Cunningh&1i1 에 획합 

다. 이해 風化層(reg이ith)의 除去는 上記 @의 

경우와 同一하고 完T펀 상태의 tor 는 、홈館도 

運搬도 없는 ‘平衝狀態’ 의 最終地形이 다. 本質

的으로 陳結--廳解에 基因한 結果이 고 이 려 한 

營力은 周永河 환경 의 機械的風化作用 즉 con

gelifraction 에 依해 scarp 前面에 우뚝 솟은 스 

택 (stack)에 該當펀다는 것 이 다 24 ， 25) 

各 見解의 爭點(conflict)은 tor 池形이 純全히 

페다플레안過程에서만(主로 陸上빼월l에 依한) 이루 
어 진다는 說과 다른 한편은 saprolite 下에 서 全

的으로 形成되고 除去作用이 後續的으로 發生한 

다고 믿는 데서 1:11 롯되고 있다. 通常的A로 tor 

形成時期보다 발달단계의 性格으로 우선 安定된 

地下水面 및 基準面i과 관련되 어 기 만암의 풍화 

괴·정， 그러고 기반야 地表에 드러냐는 띤화과 

정와 f生格야 무엇안가를 강조해 왔으며 그 밖에 

一聯확 露出地形은 서로 다른 地質構造와 營力

의 結읍으로 試圖하는 절충 意見도 있으나 마땅 
한 結論이 없는 寶情이다 26 ， 27 ， 28) 

(2) 節理와 斷製

露出 구릉群의 形態와 分布는 regolith 斷面의 

特徵이 어떠한가， 그러고 露出되는 程度如何에 

상당히 영 향을 밭는다 29) 

새로운 홉館의 復活期間中에 進行되는 開析

( dissection)度의 結果에 짜라 變化性 있는 地形

의 出現이 可能케 된다. 이퍼한 類型은 여러가 

지를 둘 수 있셔서 tor 뤘觀을 1:1 1 롯하여 圓雄形

.Eí:陸 (conical hills) , 城節 코피 에 (castle kopjes) , 
거 북岩(turtIe back) , 고래 岩(whaleback ， ruware) 

화강암 dome(bornhardt) 料面發達에 짜른 殘餘

.Eí:俊둥이 條件만 갖추어지면 多樣性 있게 나타 

나고있다. 

硬岩의 기 반암， 特히 花園岩質 같은 結옮岩어1 

있어서 節理의 發達， 堆積岩의 成層面(bedding

plane) , 斷짧(fracture)構造는 化學風化의 t멀進올 

몹게 되는데 이에 짜라 岩石의 分解가 댐場해 

24) Palmer, J. J. Radley, 1961, “Gritstone tors of the Eng1ish Pennines, ’ Z. Geomorþh. , N. F. vci. 5. , pp. 
37,......52. 

25) Pullan, R. A. , 1959, oþ. cit. 
26) B디del， J., 1957, “Die doppelten Einebnungs flachen in den feuchten Tropen ," Z. Geomor，양h. vo1. 1, 

pp.201 ,......28. 
27) Kíng, L. C. , 1975, “Bornhardt landforms and what they teach," A. Z. Geomorþh. N. F. vol. 19, PP. 

299--318. 
28) Selby, 1977, “Bornhardts of the Namib Desert," Z. Geomorþh. N. F. , vo1. S21 , pp. 1--13. 
29) Brook, G. A. , 1978,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inselberg landscape, ’ Z. Geomorþh. , N. F. , 

Suþþl. B. D. vol. 31, pp.138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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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 

닫꾀 Soprolite 

輔

蠻聽繼
擊蠻驚

廳

짧랜짧購 

흩퍼 Solid rock in the form of corestones 

던경 Froctures 

그림 3. 節理 pattrn, 風化斷끊 및 노출 地形과의 관련도 

치고 물의 홉透는 最少한 vadose zone 아-래까 

지 據大되어 風化를 積極進行시컨다. 特허 熱帶

혈、潤氣候地域에서는 다른 氣候條件보다 有쭈il하 

다 30) 華直， 水平節理로 直交하는 곳은 쉴慣里面 

을 짜라 差別的 熱帶風化가 進展되어 風化種의 

깊이가 據大되고 t~抗力이 弱한 岩右파 節理間

의 간격 이 좁을수록 風化下限面(weathering fro. 

nt)3D은 갚어 져 셔 Regolith 層의 特徵을 決定짓 

고 이 에 緣범한 開析은 上記의 諸地形을 形成한 

다. 成層面과 斷짧이 나타나는 곳도 節理面파 

30) Ruxton, B. P. and Berry, L. , 1957, “Weathering of granite and associated erosional features in Hong 
Kong, ’ Bull. Geo!. Soc. Am. , vol. 68, pP.1263 ....... 1292. 

31) Mabbut, J. A. , 1961b, “ ‘Basal surface' or ‘weathering front' ,>> Proc. Geol. Assη. Lond. , vol. 72, 
pp.357--8. 

* ‘ Weathering Front'는 風化펀 岩石과 그렇 지 않은 岩石의 境界面으로서 風化의 下限線(基底面)이 다. 대 체 
로 불규칙 션이 며 Linton(1955)의 ‘basal surface’에 該當한다. (이 해 는 경 제 面이 單調로운 面이 다. ) 최 근 
에는 weathering front(Ma bbutt 1970)가 더 구체적이고 석철한 表現아라고 언정되고 었으며 또 그렇게 
쓰고 있다. 集中的언 化學風化는 이곳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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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하여 結果的으로 變化있는 景觀을 生成한다. 

假想的안 기반암의 節理 斷짧패턴파 regolith 層

의 模型은 〈그림 3)과 같이 圖式된다 32) 

地中에서 rego1ith 層의 發達과 새로운 품韓段 

階에서 露出의 進行에 따라 7個 種類로 細分된 

다. (완펀이 regolith 層파 節理組織， 오른펀이 홉敏 

過程의 段階를 보안다. ) 

A: 풍화층의 균일하게 진전됨 
B: 균일하지 뭇한 풍화층과 tor 의 出現

C: 제자리에서의 잔여접적된 암괴층(Castle 

Kopjes) 

D: 원추헝 tor 

E : rego1ith 단면내 의 절리 구조와 ÆE뿔상태 의 

bornhardt 와 그 상부에 얹 힌 corestones 

F: 화강암 dome, 규모가 큰 경 우는 insel

berg 

G: 완만한 노출 암석 쿠릉사면 (ruwares 

(3) Rock City 와 tor 地形

tor 地形은 열대에서 極地域까지 걸쳐 모든 

氣候地形環境에서 普遍的으로 나타남으로 各地에 
서 報告되 었 다 33' 34, 35, 36, 37, 33) 岩種도 화강암質에 

서 堆積岩 및 變成岩으로 쿠성된 곳에서 生成되 

고 節理발달이 양호한 基盤岩， 풍화층이 두껍 케 

이루어진 지역에서 풍화츄이 脫去中안 환경에서 

集中的으로 發達된다. Rock City 地域도 風化

花關岩起源의 tor 이 며 형 태 는 節理組織에 依해 

規制된다. 節理方向中心은 대체로 南北이고 水

zp:節理는 微弱하다. 華i直과 板狀의 曲線節理도 

觀察되는데(東西방향) 이는 實入 深成岩의 長期

間에 걸친 冷去P， 收縮의 過程에서 이루어 졌A 

며 이 것 이 地表에 노출되 면서 上部(the overbur

den)의 햄重이 除去되고 팽창하여 거칠게 지표 

와 平行하게 配列되는 開放節理(release joint)의 

32) Brook, G. A. , 1978, oþ. cit. 

우세 로 制離형 태 tor 化 한다(사진 2와 4). 岩體

가 안정되고 地下水가 岩體內部로 漫透하여 化

學變化가 일어나면 광물조직의 分解 및 溶解가 

빠르게 進行된다. 이 들의 효파적 안 活動은 華直

水zp:節理와 斷짧쿠조를 짜라 作用하는데 特히; 

華直節理가 적극 風化블 돕는다. 풍화 기만암에 

서 노출되는 硬岩의 위치도 各己 다르고 tor 크 

기 도 相異한데 이 는 分解岩石 regolith 의 두께 

가 다르게 發達하여 風化下限帶가 고르지 뭇하 

기 해문이다. 流水漫館이 弱한 곳에 堅固한 기 

만암01 드러 나는 것 은 곧 weathering front 엄 

을 示隆한다. 本 地域도 이러한 點을 充分히 反

映하고 있으며 深層風化現象파 라테라이트設 

(indurated crust)은 이 러 한 조건을 晧示하는 熱‘

帶， 亞熱帶乾操性風化土中에 ·응결물질로 生成된 

것 이 分明하고 regolith 脫去後 hardpan 으로 1냥 

는 Fe, Al 特質의 有色醒化物로 간주펀다(사진 6). 

이들의 殘存現象은 降水가 負弱한 半乾爆地域안 

Rock City 에 서 化石的으로 觀察되는 것 이 다. 

이들의 두께는 2rv3mm 정도이고 흔치는 않다. 

tor 의 크기도 또한 問題가 되는 事項안데 露頭

@의 경우 20m 이상의 巨岩의 것A로는 風化層

두께가 그 以上으로 생각되냐 이는 全的으로 풍 

화 regolith 라기 보다는 힘面發達 또는 低平化

過程으로 고려될 수 있음으로 所謂 “conver

gence"의 理解가要求되는것이다. 同時， 本地域

의 起代差가 150rv300m 를 감얀한다면 large 

tor 경 우는 Cunningam 교수 찮見에 짜라 붕괴 

펀 보른하르트로 볼 수 있어서 西部아프리카에 

서 報告되 는 inselberg 를 닮은 地形오로 보안 

다 38) 그는 dome 形態와 曲線節理， 古期層의 5룹 

全除去되지 뭇한 點을 들어 降服狀態(embryo)

보른하르트에 가깡다고 본 것 이 다. 

33) 0 11ier, C. D. , 1960, The inselberg of Uganda, ’ Z. Geomorþh. , N. F. , voI. 4, PP.43--52. 
34) Palmmer, 1., 1962, “Tor formation in the bridestone in northeast Yorkshire," /;ηst. Br. Geor. , voI. 

22, PP.55--72. 
35) Selby, MJ., 1972, “Antarctic tors, ’ Z. Geomorth. , vol. 13, PP.73--86. 
36) Dahl, R. , 1966, “Block-fields, weathering pits and tor-like forms in the Narvik mountains, Norland,‘ 

Norway," Geor. Annale 4, vo1. 48, pp.55--85. 
37) Demek, J. , 1974, “Castle koppies and tor in the Bohemian Highland, Czechoslovakia. Buil" , Peryglac~ 

vol. 14, PP.19S--216. 
38) Ollier, C. D. , 1960, oþ. cit. 보다 험 준한 화강암지 역 에 서 inselberg 와 tor 가 동시 에 나타나는 점 으로 혹 

아 이들의 起源은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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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間型 및 작은 tor 들은 西部유럽 또는 아프 

리 차에 서 觀察되는 例의 것 과 類似하고， domed 

inselberg39)의 變形을 받은 것 들이 다. Rock City 

의 數많은 露岩 tor 의 分布와 形態는 斷層線에 

따릎 斷짧파 節理와 판변해서 〈그림 3)에서 對

照한다면 C와 D에 해당되는 것 같고 Cunning

ham은 E의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 Tor를 구 

성 하는 岩塊는 (2 ,..., 3m 直짧을 가침 )化學的風化에 

對한 結果이 며 節理간격 을 表示한다. 地形發達

은 中生代末 Laramide 造山作用時 發生했던 隆

起達動파 더불어 如作되었고 深層風化形成은 지 

금 氣候環境과 다른 時期로서 ‘般的 tor 地形

報告와 부합되는 後第三紀 또는 間永期 溫麗떻 

潤에 짜른다. 化石 duricrust 는 分明 現在 환경 

이 아닌 氣候塵物이며 本 지역은 융기山地의 長

久한 i풀흩뽀過程의 結果 平펄化(pediplainjpenepla

in?) , 洪積世의 周永河作用 (periglaciation) 營力에 

서 基盤岩露出을 보게 되었다고 判斷된다. Rock 

City 의 基盤岩은 風化받았으냐 대개는 新廳하 

다. 低平化펀 곳은 보다 風化펀 地域오로 creek 

가 聽達한다. 各 tor 의 꼭대기와 가장자려는 

陳結廳解作用을 받았음을 브이 고(shattering 펀 岩

層은 周永河씹面移動 됩) 이러한 破降作用의 훤度 

1800m 上 現在에 도 활발한 것 같다. 筆者가 到훌 

한 ?月에도 눈더마 (snow patch)와 上峰에 萬年雪

을 블 수 있었다는 點과 岩層뜰이 이블 뒷받침한 

다. 微地形안 tafoni，容蘇죠훌地(pan-hole)는 tor 

形成年代를 밝히는 指示者들로서 重要한데 tor 

表面에 나타나 節理와는 상판없이 타원形， 댐形 

으로 우묵히 形成되었다. 直찮 50cmI"'V 1m, 깊이 

30I"'V40cm 로 발달했다. 이들은 夏節의 乾떻의 

反復파 쪽期의 ice 팽창으로 巨옮質拉子가 llllt진 

後 化學的 分解가 이루어 질 때 넓혀지고 짧在 

도 弱하게 進行중안 것 ￡로 안정 펀다. pan-hole 

은 溫麗환경 기원파 周永河기원으로 分類可能한데 

最後永期의 事實을 고려한다면 後者의 것으-로 
生成A로 推定될 것 같다 40， 41) tafoni 는 캄石 

뼈.u面의 좋률直節理를 짜라 直짧 1 I"'V2m , 短짧-이 

39) Thomas, M. F. , 1965a, oþ. cit. 

40) Dahl, R. , 1966, oþ. cit. 

50cm 內外의 크기로 타원形으로 규모가 큰 펀 

안데 이는 광물성분 또는 岩質內部의 취약한 부 

분융 反映하고 있음은 잘 알려지고 있는 점이 

다. 

5. 흙約 및 問題點

남부 아이 다호싸l의 Rock City -‘圓에는 後白

필紀에 實入한 深成岩基盤에서 훌훌達된 tor 地形

이 高度 1800mI"'V2000m 의 隆起된 高原ZfStê.面上

에 서 集團으로 나타난다. 岩種은 租拉質， tk色

의 角閒石花固岩質로쿠성된다. 配列은山地方向 

인 南北이 다. tor 의 규모(높이 )에 짜라 large 

型(13I"'V14m) 中間型(7I"'V 10m) 및 small 型(5I"'V6m)

으로 區分되 었 다. tor 地形은 、활飯地形훌훌達에 서 

風化와 홉餘에 저항하여 最終~로 남은 것들로 

서 節理패턴파 斷짧쿠조에서 規制(control)된다. 

華直， 曲線節理가 卓越하며 크기 와 形態는 節理

의 間隔파 方向에 짜른다. Rock City 외 tor 出

現은 從來의 見解“(6)"와 類似하며 Fig.3과 比較

하여 “ C 와 D"에 該當한다. 露出된 tor 는 陸上

빼制을 받아 그 形態는 變形을 받았다. large 

型의 tor는 크가와 dome 形， 曲線節理동을 고 

려 하면 붕괴판 보른하르트를 닮은 地形이 다. 基

盤岩은 深f홉風化블 받았으나 대부붐 除去되고 

단단한 것 들이 고 低平地는 creek 등 流水의 活

勳이 나타났다. 本 地域은 광멈한 隆起의 反復，

地載의 斷짧‘活평b， 溫慶 않훌潤에서 半乾爆環境과， 

第四紀의 周永河環境둥 複合的 氣候條件을 通한 

最終地形 形態로 “收劍" (convergence)의 理解록 

해석되는 地形이다. 其他 溫麗握潤環境의 塵物

이 duricrust, 寒冷乾操의 環境의 所塵A로 ta

foni , 溶解鐘地둥 微地形이 觀察된다. tor 및 

inselberg 에 關한 文敵이 많음에 도 不樹하고 特

定地域에서의 說明01 아직도 不足한 狀態。l 며 

風化 regolith 와 遺物地形 duricrust, tafoni 

와 溶解建地의 形成年代의 與否 그러고 乾爆地

41) Malde, H. E. , 1962, “Patterned ground in the western snake river plain, idaho, and Its possible 
cold-climate origin, ’ Geol. Soc. Am. B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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域의 퍼l다플레안 삼面의 규명과 tor 의 發達，

特히 周永河條件에서의 !밤珠한 프로세스둥이 重

要한 課題로 생 각된다. RegolHh 의 形成밟期와 

tor의 出現에 대한 고찰은 보다 자세한 화강암 

지형발달사블 定量的으로 밝혀야 되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으며， 本鎬에서는 단지 몇가지 의프 

로세스와 그에 연유한 地形을 記述하려고 했다. 

結局은 風化現象을 地形史에 잘 끼워 맞추논 맑 

究가 과제로 남는다. 서로 相異한 프로세스에 

의 한 地形發達이 유사한 結果활 招來한 경우에 

어떻게 區分해 낼 것안가? 표른하르트와 tor 

地形은 別個의 것으로 說明혜야 하는 것안지 ? 
아니 면 tor 地形이 全氣候帶에 걸쳐 나타나는 現

象이 묘로 氣候地形관점 에 서 워 問題보다 azonal 

granite landform system 內에 서 氣候 및 岩石

因子와의 關聯性을 규명해야 될 과제가 아난가 

생각된다. 

附記 : 필자의 輔美時(1982년)지도하여 주신 유다 大學

按 지리학과아정연 博土넙’체 사의를표합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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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Granite Tor in South Idaho, USA 

원ummary; 

Around the Rock City in the southern 

part of the state of Idaho, for landscapes 

appear intensively on the upper plateau 

which is 2000m a. s. 1. The parent rock of 

these tors is composed of post-Cretaceous 

plutonic granite. All the tor rocks are horn

-blende granite which is coarse-grained and 

light colored. These tor landscapes are 

‘divided into three classification: large(I3'" 

15m, in height) , medium (7"'!Om) and 

:small-size tors(5"'6m). The development of 

tor landscapes resulted from the erosional 

ηprocesses， joint patterns, and fracture 

structures of the respective parent rocks. 

The size and shape of tor depend upon 

the space and directions of its joints as well 

;as regolith characteristics. The tor of Rock 

City is simi1ar to No.2 which was shown in 

ear1ier discussions of this paper and if it is 

.compared to Fig. 3 it belongs to ‘C’ and 

‘D’ category. The exhumation of this tor 

landscape has been experienced and modified 

by subaerial denudation. The large tors, 
which have dome shape and curved joints, 
:are similar to collapsed bornhardts in a 

sense. (Cunningham, 1971) 

The bed rocks were weathered deeply and 

removed by periglacial mass movement and 

Journal of Geography, 10, 1983, 12, pp.325 ....... 337. 

Soon-Shik Kwon* 

formed low gradient plains. As a result, 
small creeks started to appear. 

The study area, which has risen several 

times and at some time fractured, had 

warm, humid climatic conditions earlier. 

The study area has been experienced by 

periglaciation during Quaternary as well as 

at present. There are in addition numerous 

microforms such as relict duricrust, tafoni 

and pan-holes on both surfaces and sides of 

the tors. Still, there are some problems to 

be studied, concerning the age of tor land

scapes, microforms and slope development. 

The problem with tors is that they are 

examples of convergent evolution, whereby 

quite different processes can produce the 

same end result. It may well be that indi

vidual tors can form different sets of pro

cesses and operating tors can form at dif

ferent times. 

As these tor phenomena appear on any 

climate areas from the point of climate 

geomorphology (Klimmamorphologie) it is 

important for me to say that within the 

azonal granite landforms system the tor 

study must be conducted by relating climatic 

and geologic factors.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gj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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