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435호

지정(등록)일 2003. 12. 13.

소재지 대구 달성군 유가면 용리 산1 등

무리 지어 흘러내리는 바위들, 
달성 비슬산 암괴류

대구시 달성군의 비슬산 암괴류는 동일한 산지 사면을 따라 발달한 특이한 지형 경

관이 학술적·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점이 인정되어 천연기념물 제435

호로 지정되었다.

지질 61  달성 비슬산 암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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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이�거문고를�타는�수목으로�덮인�산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달성군지』에는 비슬산을 일명 포산(苞山)이

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포산은 수목에 덮여 있는 산이란 뜻이다. 

『내고장 전통 가꾸기』(1981년 간행)에 보면 비슬산은 소슬산(所瑟

山)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인도의 범어로 부를 때 일컫는 말이며 중

국말로는 포산(苞山)이란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더불어 신라시대

에 인도의 스님이 우리나라에 놀러 왔다가 인도식 발음으로 비슬(琵

瑟)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또한 『유가사사적(瑜伽寺寺蹟)』에는 산의 모습이 거문고와 같아서 

비슬산(琵瑟山)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일설에 비슬산은 산꼭

대기에 있는 바위의 모습이 마치 신선이 거문고를 타는 모습과 같다

고 하여 비슬산이라 불렸다고도 한다.

▼�달성�비슬산�암괴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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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괴류는�어떻게�만들어질까?

암괴류란 각진 거력으로 이루어진 다량의 암괴가 산사면이나 골짜

기를 흘러내리는 듯한 형태로 쌓여있는 지형을 이야기하며, 우리나라

의 산지에는 지난 신생대 제4기의 최종 빙기동안 후빙하적 기후환경

에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주빙하 지형은 대표적으로 암괴류와 애추

(崖錐)를 들 수 있다. 제3기와 제4기의 빙기와 간빙기를 거치는 동안 

심층풍화를 받은 기반암은 노출되어 반복된 동해·융결로 인한 파쇄

작용을 겪는다. 이로 인해 형성된 각력 내지 아각력의 거력들은 중력

으로 인해 급사면에서 낙하를 통한 이동양상을 보이거나, 완만한 경

▲�달성�비슬산�암괴류�세부

•주빙하 기후는 빙하가 형성될 정도

는 아니더라도 기온이 매우 낮아 동결

(凍結)과 융해(融解)가 자주 반복될 수 

있는 기후를 말하며, 이러한 기후 지

대에서 동결과 융해가 되풀이되면서 

발달하는 특수한 지형을 주빙하 지형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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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동상포행의 이동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각각 애추와 암괴류라 

일컫는다.

암괴류나 애추같이 산사면에 돌덩어리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우

리나라에서는 너덜, 너덜겅 또는 너덜바위라고 부른다.

비슬산 암괴류 지대는 중생대 백악기 말에 관입한 각섬석 흑운모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화강암이 신생대 제4기 마지막 빙하기 

때, 주빙하 기후 환경 하에 놓이면서 암괴류와 애추들이 집중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암괴류는 해발 약 1,000m 부근과 인근의 약 900m 부근

의 남쪽 사면에서 시작하는데, 해발 약 450m까지 이어지는 길이 약 

1,400m, 최대 폭 약 80m에 달하는 규모로 발달하고 있다. 

▲�달성�비슬산�암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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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괴류를 형성하고 있는 암석 덩어리들은 둥글둥글하거나 약간 각

이 진 상태이고 크기는 장경 약 1.9m, 단경 약 1m이다. 암괴류층의 두

께는 5m 정도이다. 암괴류의 상류에서는 산 정상이나 능선 부근에서 

만들어져 흘러내리는 애추들과 합류하고 있어 특이한 경관을 이룬다.

▼�달성�비슬산�암괴류�전경



문화재 이야기 여행 천연기념물 100선   369

주변�지역�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1호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대구 동구 도동 산180 - 1962. 12. 07.

주변�지역�문화재�/�유적

문화재�종별�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보물 제350호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 조선시대 1963. 01. 21.

보물 제539호 달성 용연사 금강계단
대구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915, 

용연사 
조선시대 1971. 07. 07.

보물 제554호 달성 태고정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리 638 조선시대 1971. 12. 06.

보물 제673호 달성 현풍 석빙고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86 

(상리) 
조선시대 1980. 09. 16.

보물 제1814호
대구 운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대구 달성군 헐티로 1068 

(가창면, 운흥사) 
조선시대 2014. 01. 20.

사적 제488호 달성 도동서원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 조선시대 2007. 10. 10.

중요민속문화재

제104호
달성삼가헌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동4길 15 (묘리) 조선시대 1979. 12. 31.

중요민속문화재

제200호
달성 조길방 가옥 

대구 달성군 가창면 조길방길 92-1 

(정대1리) 
조선시대 1984. 12.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