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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굴 용암동굴의 내부구조에 대한 연구

안웅산, 황상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지구환경과학과 

1. 서언

  제주도 북동부에 분포하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만장굴 용암동굴(이하 만장굴)은 다층

구조를 갖는 전형적인 주동굴(master tube)로 다양한 동굴내부 구조들이 관찰된다. 초기 용암

동굴 생성 후 지속적인 분출활동에 의해 흘러온 용암에 의해 생성당시의 내부구조들이 지워

지고 덮여 초기형태가 완벽하게 남아있지 않더라도, 동굴 내에 존재하는 내부구조는 용암동

굴 형성과 성장과정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Calvari and Pinkerton, 1999; Allred and 
Allred, 1997; Espinasa, 2006).

2. 연구방법

  만장굴 측량자료(안웅산과 황상구, 2008)를 토대로 동굴내부 각 지점의 특징적인 구조를 

기재하였다. 특히 전형적인 상․하위동굴구조가 관찰되는 2입구∼1입구 구간에 대해서는 

상․하위동굴의 동일지점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하위동굴 전체 단면도를 

작성하여, 만장굴의 성장과정을 살펴본다.

3. 연구결과

  3-1. 상․하위동굴의 바닥구조

  2입구∼1입구 구간에서 상․하위동굴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위동굴 바닥은 대체로 밧줄구

조가 잘 관찰되고, 동굴통로의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부풀어 올랐거나, 혹은 V자 형태로 

내려앉은 불규칙한 형태를 띠며, 벽과 바닥 사이에는 용암이 비집고 나온 용암발가락(lava 
toe)구조가 간혹 관찰된다. 동굴바닥 색깔은 흔히 적갈색을 띠며, 간혹 검은색을 띠기도 한

다. 상위동굴에는 소규모 용암다리(lava bridge)가 관찰되며, 동굴바닥보다 높은 곳에 오목하

게 들어간 공간(alcove)이나 가지굴 흔적이 관찰된다.
  이에 반해 하위동굴은 바닥이 일정하게 하류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상위동굴에 비해 

동굴폭이 좁고, 동굴천장 높이변화가 작다. 대체로 바닥과 벽면은 검은색을 띠며, 바닥에는 

중력신장균열(crack by gravitational stretching or tearing)이 발달하였다. 또한 상층동굴 바닥에

는 용암에 의해 떠내려가는 표류암괴(rafted block)의 잔재가 관찰되지 않지만, 하위동굴에는 

흔히 이러한 표류암괴 잔재가 관찰된다.

  3-2. 용암에 의한 침식구조

  Greeley et al.(1998)은 500개 이상의 용암동굴시스템 연구자료에 근거하여 용암에 의한 침

식의 증거가 되는 6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이들 기준이 야외에서 모두 만족되지 않더라도 

용암에 의한 침식작용은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추론하였다. 
  만장굴 내에는 ①용암동굴 벽면에 나타나는 클링커층, ②단면상 동굴 벽면 상하부의 비대

칭적 형태, ③평면상에서 상․하위동굴 통로의 어긋남, ④상위동굴 바닥보다 높은 곳에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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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목하게 들어간 다락구조(alcove) 혹은 가지굴 흔적, ⑤해골형 혹은 모래시계형의 용암

동굴 단면 등과 같은 침식을 지시하는 내부구조들이 관찰된다.

  3-3. 용암의 부가구조

  용암동굴의 모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용암의 부가(deposition)와 침식작용일 것이

다(Allred and Allred, 1997). 기존의 여러 연구는 용암에 의한 침식작용에 많은 관심을 쏟았

다(Peterson et al., 1994; Kauahikaua et al., 1998; Greeley et al.,1998; Fagents and Greeley, 
2001).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용암의 부가작용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적은 편이다(Allred 
and Allred, 1997).
  만장굴 내에는 용암동굴 내를 흘러가는 용암이 동굴내부에 부가되어 생성된 ①다층구조, 
②용암선반, ③선반형 용암종유, ④포획암(규질암편) 산출양상(용암동굴 천정부에 주로 부가

되어 나타남), ⑤부가층 내에 용암관입 현상 등과 같은 특징적인 부가구조가 관찰된다.

4. 토의 및 결론

  상․하위동굴의 특징적인 다층구조와 바닥구조를 조합하여 상․하위동굴이 생성되는 과정

을 유추해 보면, 상위동굴 바닥은 동굴내부를 흘러가던 용암의 표층이 서서히 식으면서 생

성된 용암층으로 용암의 공급이 우세한 상황을 지시하며, 하위동굴 바닥은 동굴내부를 흘러

가던 용암이 배수되면서 최후에 생성된 바닥면으로 용암배수가 우세한 상황을 지시한다. 특

히 상위동굴 바닥높이가 불규칙한 것은 초기 상위동굴의 최상부층이 생성된 후 그 하위를 

흘러가던 용암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보다는 공급지에서의 용암공급 변화나 동굴하류의 

막힘 혹은 트임에 의한 동굴 내의 용암수위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용암공급이 

배수보다 우세한 경우 용암표층이 부풀어 오르고 혹은/그리고 이미 형성된 용암층에 균열이 

발생할 것이며, 공급보다 배수가 우세한 경우에는 용암표층이 자체하중을 이겨낼 만큼 성장

하지 못하여 붕괴되는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장굴 내부에서 상․하위 다층구조, 용암에 의한 침식구조, 부가구조 등을 고려하여 만장

굴 성장과정을 추론해 보면, 초기형태의 용암동굴이 만들어진 후,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미 

생성된 초기형태의 용암동굴로 분출량이 대체로 일정한 새로운 용암이 흘러가면서 그 표면

이 굳어 상위동굴 바닥이 생성되었으며, 이후에도 용암은 계속 흘러 동굴바닥은 더 깊게 침

식되었고, 천장과 벽면에는 용암이 부가되어 현재와 같은 하위 용암동굴이 형성되었다.
  하위 동굴 내를 흘러가는 용암은 침식작용과 부가작용을 일으키는데, 동굴바닥에는 용암

에 의한 침식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반면, 용암동굴 천정에는 용암부가가 더 우세하게 일어

나, 천장높이를 비롯한 동굴규모가 급격히 변하는 불규칙한 형태의 동굴로 성장해 간다. 즉 

용암동굴 생성초기에 동굴폭이 넓었던 곳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규모가 커지고, 초기에 

좁고 천장이 낮았던 곳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낮아지고, 좁아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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