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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scale and disaster characteristics of volcanic eruptions are determined by their geological features, it is important 
not only to grasp the current states of the volcanoes in neighboring countr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to analyze 
the tectonic settings, tectonic regions, geological features, volcanic types, and past eruptional histories of these volcanoes. We 
created a database of 285 volcano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n identified a high-risk groups of 29 volcanoes that 
are highly likely to affect the region, based on conditions such as volcanic activity, the type of rocks at risk of eruption, the 
distance from Seoul, and high VEI (volcanic explosivity index). In addition, we identified the 10 volcanoes that should be 
given the highest priority. We selected them through an analysis of data available in literature, such as volcanic ash dispersion 
results from previous Japanese eruptions, the definition of a large-scale volcano used by Japan’s Cabinet Office, and 
examination of cumulative magma layer volumes from Japan’s quaternary volcan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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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백두산의 지하마그마 활동에 따라 화산성 지진의 

증가양상(Liu et al., 2011; Wu et al., 2007; Xu et al., 
2012; Yun and Lee, 2012), 지층의 변위 관측결과(Cui 
et al., 2007; Xu et al., 2012), 지화학적 분석 결과(Gao 
et al., 2007; Shangguan and Sun, 1997)에 따라 폭발

적 분화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Yun and 

Lee, 2012). 2010년 아이슬랜드의 에이야프얄라요쿨

화산의 분화는 유럽의 전역에 걸쳐 항공장애를 유발

하였고 최근 일본 큐슈지역 화산들의 연이은 분화로 

인해 주변국의 미치는 영향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화산이 분포하

지 않으나 주변국에는 상당히 많은 화산이 분포하고 

있다. 화산으로 인해 유발되는 직접적인 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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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의 화산위험

프로그램에서는 크게 테프라/화산재(tephra/ash), 용
암류(lava flows), 화산이류(lahar), 화산가스(volcanic 
gas), 화쇄류(pyroclastic flows), 화산성 사태(volcanic 
landslides/debris avalanche)로 분류하고 있다(USGS, 
2016). 대부분의 화산성 재해는 근접재해로 화산에 인

접한 지역으로만 영향이 있으나 테프라/화산재의 경

우 분화의 규모가 큰 경우 넓은 범위까지 확산되어 인

접 국가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일본기상청에 따르면 110개의 주요 활화산이 분포

하고 있으며, 중국은 우리나라 서북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편서풍의 영향에 의해 화산의 분화 시 국내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에도 12개의 활화

산이 분포하고 있다. 이때 높은 분화가능성을 보이

는 백두산의 경우 스미소니언연구소의 GVP (global 
volcanism program) database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경계에 위치한 화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화

산으로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러시아 캄차카 지역

은 144개의 활화산이 보고되어 있으며(GVP DB), 러
시아의 캄차카화산분화대응팀(KVERT : Kamchatka 
volcanic eruption response team)에서는 캄차카지역

의 30개 활화산과 북부쿠릴지역의 6개 활화산을 관리

하고 있다.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1만년 이내 분화이력이 있는 

활화산 목록에 우리나라의 백두산, 한라산, 울릉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분화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최근 일본 큐슈와 캄차카의 화산은 최근에도 활

발히 분화하고 있어 국내화산에 의한 근접재해가 아

니라 하더라도 화산재/테프라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의 사전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연

구는 실제 과거 기상자료와 화산특성에 따른 분화변

수를 입력하여 직접 모델링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보

편적인 방법이나 자국 및 주변국의 모든 화산에 대한 

검토와 모델링을 실시할 수는 없으므로 인접한 국가

들의 화산정보를 수집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문헌자

료, 과거 분화이력과 관측자료를 통해 국내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화산을 확정함으로써 모델링이 꼭 

필요한 화산에 대한 우선순위의 선정과 이를 통한 한

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판단함으로

써 종합적인 국가 위기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재료 및 방법

2.1. 한반도 및 주변국의 화산 데이터베이스 작성

분화로 인해 국내에 피해가 예상되는 화산 자료는 

우리나라와 인접한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

다. 이들 국가들 중 중국, 일본, 러시아는 활화산이 발

달하며, 캄차카 반도는 지리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을 것이나 항공기의 항로상에 있어 대상 지역

에 포함하였다. 스미소니언연구소에 등록된 한반도의 

화산은 남한이 3개소, 북한이 1개소 등록되어 있으며, 
중국은 12개의 화산이 등록되어 있다. 백두산은 

Changbaishan이라는 명칭으로 중국 화산목록에 포함

되어 있고, 이 연구에서는 백두산으로 통일하여 사용

하였다. 스미소니언연구소에 등록된 일본의 화산은 

111개, 일본의 영토에 속하지만 러시아에서 관리하는 

화산이 15개 등록되어 있다(GVP). 일본 기상청의 활

화산총람(제4판)에서 일본 내 110개의 화산에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JMA, 2013).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화산은 총 144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36
개 화산이 활화산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Fig. 1. Volcanoes of neighboring countr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google earth).

구축자료는 스미소니언연구소의 GVP에 등록된 화

산정보를 기준으로 하였다. 각 나라별로 활화산에 규

정하는 기준이 상이하며 특별 관리대상 화산을 판단하

기 위하여 일본기상청(2013), 중국국가지진국(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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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olcanoes database of neighboring countr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러시아캄차카화산(2016), 미국지질조사소(2016)의 활

화산 정보를 이용하였다. 화산의 위치는 구글어스를 

이용하여 위치정보와 스미소니언연구소의 GVP의 

DB에 기록된 정보와 각 국가의 기록을 비교하여 수집

된 285개 화산의 상세한 정보를 정리하였다(Fig. 1). 
한반도와 주변국에 위치한 화산들은 화산 이름

(volcano name), 지정학적 위치(country-region), 위도

(latitude), 경도(longitude), 고도(elevation), 서울과의 

거리, 지체구조적 위치(tectonic setting), 분화 형태

(volcano type), 과거 분화기록(eruption history), 암종

(rock type), 5 km-10 km-30 km-100 km 이내의 인구

분포 등의 정보를 정리하였다(Fig. 2).

2.2. 데이터베이스 분석

한반도 주변지역은 판구조론적 해석에서 4개의 지

판 즉,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필리핀해판, 태평

양판 등이 서로 맞물린 판의 경계부 및 이에 인접한 

판내부 환경에 위치한다. 연구에서 구축한 285개 화

산들을 지체구조별 특징에 따라 구분하면 판내부에 

위치하는 화산이 15개이며, 나머지 270개 화산은 섭

입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지각두께가 25 km이상

의 대륙지각에 위치하는 화산이 210개로 가장 많으

며, 지각의 두께가 15-25 km에 해당되는 중간지각의 

화산은 31개, 15 km 이하의 해양지각에 위치하는 화

산이 33개이다(Fig. 3). 이를 지체구조에 따른 지역으

로 구분하면 일본-대만-마리아나지역의 화산 111개, 
캄차카 반도-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화산 124개, 쿠릴

열도에 47개, 필리핀-동남아시아에 3개가 위치한다

(Fig. 4).
화산 유형은 성층화산(stratovolcano)이 158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화성쇄설구(pyroclastic cone), 용
암돔(lava dome), 칼데라(caldera), 순상화산(shield)
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5). 화산과 서울까지의 거리 

분포로 서울과의 거리가 300 km 이내 있는 화산은 1
개소, 300-500 km 이내의 화산은 3개소, 500-1,000
km 이내의 화산은 31개소, 1,000-1,500 km 이내의 화

산은 66개소, 1,500-3,000 km 이내의 화산은 106개
소, 3,000-5,000 km 이내의 화산은 78개소로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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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olcanic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tectonic setting 
of volcanoes database in this study.

Fig. 4. Volcanic area according to the tectonic setting of 
volcanoes database in this study.

Fig. 5. Volcanic type of volcanoes database in this study. Fig. 6. Distance to Seoul of neighboring volcano in this 
study.

Fig. 7. Distribution of the maximum VEI of volcanoes 
database in this study.

Fig. 8. Distribution of rock type of volcanoes database in 
this study.

3,000 km 이내에 가장 많은 화산이 분포하고 있다

(Fig. 6).
Fig. 7은 최대 화산폭발지수(VEI)의 분포를 정리한 

것으로 VEI에 대한 기록이 없는 화산이 129건으로 많

고 VEI에 대한 기록이 있는 156개 화산의 경우 VEI 0
의 화산이 9개, VEI 1의 화산이 10개, VEI 2의 화산이 

29개, VEI 3의 화산이 32개, VEI 4의 화산이 43개, 
VEI 5의 화산이 21개, VEI 6의 화산이 7개, VEI 7의 

화산이 5개로 나타났으며, VEI 4의 화산의 분포가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VEI 7의 화산은 백두산을 

포함하여 모두 5개로 이중 3개소는 일본 큐슈의 아소산

(아소칼데라), 아이라(아이라칼데라), 키카이(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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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lassified according to chemical composition of the 
volcanic rocks (Modified Le Bas et al., 1986).

Fig. 10. General distribution of the representative marker 
-tephra of the late Pleistocene in Japan and 
adjacent areas (Modified Machida, 2002).

칼데라)이며,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쿠릴호(Kurile 
lake)가 포함된다. 한반도 주변 화산에 분포하는 암석은 

안산암(andesite)과 현무암질안산암(basaltic andesite)
으로 215건이 나타나며, 현무암(basalt) 179건, 피크로

현무암(picro-basalt) 179건, 데사이트(dacite)가 121
건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Fig. 8).

2.3.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화산의 선별

2.3.1. 선별 기준

 과거에 발생한 분화이력과 재분화시 한반도에 영

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화산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4가
지 조건(화산의 활동성, 분출위험을 수반하는 암종의 

포함, 서울과의 이격거리, 과거 최대 화산폭발지수)을 

고려하였다. 첫째, 화산의 활동성은 서력기원(CE, 
common era) 이후 분화한 화산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본기상청에서는 일본의 활화산을 화산 활동도 평가 

기준을 만들어 rank a, b, c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 이때 화산활동 등급(level of volcanic activity)은 

활동 빈도(activity frequency)와 분화 규모(eruption 
scale)와 활동 양식(activity type)의 합으로 표현된다

(Hayashi and Uhira, 2008). 이 중 위험성이 높은 Rank 
A, Rank B 화산을 선별하여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화산 분화 시 마그마 조성이 규장질일수록 폭

발적 분화 위험성이 높으므로 Fig. 9의 화산암의 화학조

성에 따른 TAS분류도(total alkali-silica classification 
diagram; Le Bas et al., 1986)에서 규장질암-중성암

(유문암-데사이트-안산암)을 포함하는 화산을 기준으

로 하였다. 셋째, 화산과의 이격거리는 서울에서 

1,500 km 이내의 화산을 선별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직경 2 mm 이하의 테프라는 바람에 의해 약 1,000 km
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USGS fact 
sheet-027-00, 2000) VEI 7 이상 규모의 화산에서는 

그 이상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

아의 탐보라 화산의 분화 시(1815년, VEI 7) 화산재가 

1,300 km까지 확산되었으며, 600 km 이내는 2일간 

암흑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칠레 칼부

코 화산의 분화로 동쪽의 약 1,500 km 지점인 부에노

스아이레스 지역에 까지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932년 VEI 5 규모의 분화에서도 800 km 까지 확산

되었다. 미국의 옐로우스톤의 분화(2.1 Ma, 640 ka 
BP)는 VEI 8에 해당하며 분화지점으로부터 1,500 km
까지 20 cm 두께의 화산재 퇴적층(ash deposits)이 관

찰되었다. 옐로우스톤 화산의 분출범위를 산출한 논

문에서 우산 모양의 화산재구름(umbrella cloud)이 바

람을 통해 1,500 km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Mastin et al., 2014). Machida(2002)는 ASO-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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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cano Main volcanic 
type Main rock type Volcano Main volcanic 

type Main rock type

Ulreung Stratovolcano Trachybasalt/
Trachyandesite/Trachyte Fujisan Stratovolcano Basalt/Picro-basalt

Baekdusan Stratovolcano Trachyte/
Trachy-andesite Izu-Tobu Pyroclastic cone Basalt/Picro-basalt

Yufu-Tsurumi Lava dome Andesite/
Basaltic-andesite Oshima-Oshima Stratovolcano Basalt/Picro-basalt

Kujusan Stratovolcano Andesite/
Basaltic-andesite Bandaisan Stratovolcano Andesite/

Basaltic-andesite

Asosan Caldera/ 
Stratovolcano

Andesite/
Basaltic-andesite Kozushima Lava dome Rhyolite

Kirishimayama Shield Andesite/
Basaltic-andesite Izu-Oshima Stratovolcano Basalt/Picro-basalt

Aira(sakurajima) Caldera/ 
Stratovolcano

Andesite/ 
Basaltic-andesite Niijima Lavadome Rhyolite

Kikai
(Satsuma IO-jima) Caldera Rhyolite Zaozan Complex Andesite/

Basaltic-andesite

Kuchinoerabujima Stratovolcano Andesite/ 
Basaltic-andesite Miyakejima Stratovolcano Basalt/Picro-basalt

Suwanosejima Stratovolcano Andesite/ 
Basaltic-andesite Akita-Komagatake Stratovolcano Basalt/Picro-basalt

Yakedake Stratovolcano Andesite/ 
Basaltic-andesite Towada Caldera/ 

Stratovolcano
Andesite/ 

Basaltic-andesite

Niigata-Yakeyama Lava dome Andesite/ 
Basaltic-andesite

Hokkaido
-Komagatake Stratovolcano Andesite/

Basaltic-andesite 

Kusatsu-Shiranesan Stratovolcano Andesite/ 
Basaltic-andesite Toya(USU-ZAN) Stratovolcano Basalt/Picro-basalt

Asamayama Complex Andesite/ 
Basaltic-andesite

Shikotsu, 
Eniwadake

Caldera/ 
Stratovolcano

Andesite/ 
Basaltic-andesite

Harunasan Stratovolcano Andesite/ 
Basaltic-andesite

Table 1. Selected 29 volcanoes of high-risk groups

테프라 최대 확산 범위가 1,500 km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Fig. 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서울과의 

거리를 1,500 km 기준으로 하여 검토 대상으로 설정

하였다. 네 번째 VEI 4이상으로 분화한 화산을 대상

으로 하였는데, VEI 4 으로 분화하는 경우 분연주의 

높이가 10-25 km 이상으로 상승하여, 넓은 범위까지 

화산재의 확산되기 때문이다. 

2.3.2.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화산

한반도 및 주변국의 285개 화산을 대상으로 4가지 

조건을 고려해 선별하여 백두산을 포함한 총 29개의 

화산체를 선정하였다(Fig. 11). 백두산을 제외한 나머

지 화산은 모두 일본에 위치하는 화산이며, 지체구조

상 백두산은 판내부에 위치하는 화산이며, 대륙지각

에 해당되며, 일본의 화산들은 모두 섭입대에 위치하

는 화산들로, 대륙지각 또는 해양지각에 해당된다. 대
부분의 화산이 동일 화산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분

화 유형(칼데라, 성층화산, 용암돔, 화성쇄설구, 복합

화산(complex), 폭발분화구(explosion crater), 해저화

산(submarine), 마르(maar), 순상화산, 균열화산

(fissure vent)이 나타나므로 각 화산들의 주요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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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과 출현암종을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Fig. 11. Selected 29 volcanoes of high-risk groups in this 
study.

3. 결과와 고찰

3.1. 자료수집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와 주변국(중국, 일본,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화산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database
를 작성하였다. 수집된 258개 화산체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각 항목별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258
개 화산체가 모두 국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4가지 기준(화산의 활동성, 분출위험을 수반하는 암

종의 포함, 서울과의 이격거리, 과거 최대 화산폭발지

수)을 적용하여 국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29개
의 화산체를 선별하였다. 선정된 화산은 백두산을 포

함한 국내 화산 2개와 일본에 위치한 화산 27개이다. 
그러나 선정 기준을 통해 선별된 자료들의 국내 영향

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역사기록 자료

를 정리한 문헌자료와 현재의 화산분화 상태를 고려

하여 화산체의 영향가능성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

가 있다.

3.2. 문헌자료를 이용한 우선순위의 선정

29개의 대상화산 중 울릉도와 백두산을 제외한 27
개 화산들이 모두 일본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일본 화

산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풍

향에 따른 일반적인 일본의 화산재 확산에 관한 논문, 

일본의 강하화산재 자료, 일본 내각부의 대규모분화 

대상 화산목록, 일본의 주요 제4기 화산의 적산 마그

마분출량 계단도의 검토, 일본의 최신 분화경계 레벨

과 한반도에 영향을 준 과거 일본화산의 분화를 고려

하여 대상 화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또한 대규

모 화산 분화 시 피해범위를 표기한 화산방재맵과 과

거 화산재해이력 자료를 검토자료로 활용하였다.

3.2.1. 화산재의 확산

일본의 화산방재맵작성지침(内閣府 et al., 2013)에 

따르면, 규모가 작은 분화의 경우 분화에 따라 형성되

는 분연주는 성층권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소규모의 

분석 및 화산재는 대류권의 바람에 휩쓸려 모든 방향

으로 하강한다고 한다. 성층권에 도달하는 분화의 경

우에도 고층부바람(편서풍)을 따라 이동하여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게 된다. 이때 강하화쇄물의 분출량이 

10억m3을 초과한다면 성층권에 도달한 화산재들이 

지구를 순환하여 장기적으로 지구규모의 기후에 영향

을 미친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Fig. 
12와 같이 화산재가 편서풍에 휩쓸려 분화구에서 동

쪽으로 가늘고 길게 뻗어 타원을 그리는 범위에 퇴적

하는 사례가 많다(中央防災会議, 2011). 이를 기초로 

판단할 때 분연주의 높이가 낮은(VEI가 낮은) 화산의 

경우 전 방위로 확산가능하나 공급되는 양이 소량이

므로 국내까지 화산재가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되며, 분연주의 높이가 높은(VEI가 높은) 화산의 경우 

강하물이 고층부의 바람(편서풍)에 휩쓸려 주로 동쪽

으로 편향되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

의 일본 문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칼데라를 형성할 

정도 규모의 대규모 분화가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앞

서 Fig. 10과 같이 ASO-4(Asosan, 분출량 >600 km3), 
AT(Aira, 분출량 >450 km3), K-Ah(Kikai, 분출량 

>450 km3), K-Tz(Kikai, 분출량 >150 km3) 규모의 분

화가 발생할 경우 국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2. 일본 강하화산재 database

Suto et al.(2007)는 일본 내 강하화산재의 분포에 

관한 기존 자료를 정리하여 일본 내 화산재의 등층후

도를 완성하였다. 82개의 활화산의 551개의 지층단위

(unit)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백두산과 울릉도의 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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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Deposition of tephra Fuji Hoei eruption in 1707 (中央防災会議, 2011).

in the last 1,000 years in the last 10,000 years in the last 100,000 years

Fig. 13. Total thickness of the volcanic ash fall (Suto et al., 2007).

포함되어 있다. Fig. 13은 각 화산에서 발생된 강화화

산재의 확산 시의 총 층후를 나타낸 것이다. 과거 분화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일본 본토의 동일본 화산대에서 

발생하는 화산의 경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

고, 서일본화산대에 속하는 큐슈 지역화산의 경우 대

규모 분화 시(VEI 4이상) 국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1,000년 간 발생한 화산

은 국내 영향은 없을 것이며, 최근 만 년 간, 또는 10만 

년 간 빈도로 산정된 경우에만 일부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2.3. 일본 내각부의 대규모분화 대상

일본내각부의 광역적인 화산방재대책에관한검토

회(内閣府, 2013)의 참고자료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대규모분화는 Fig. 14와 같다. 그림에서 대형 칼데라

를 형성할 만큼 거대규모의 분화는 7,000년 전분화한 

마슈칼데라(18.6 km3), 7,300년 전 키카이칼데라(170
km3), 25,000년 전 아이라칼데라(450 km3), 30,000년 

전 쿠샤로칼데라(100 km3), 시코츠칼데라(200 km3), 
90,000년 전 아소칼데라(600 km3), 110,000년 전 토

야칼데라(170 km3), 110,000년 전 아타칼데라 (300
km3)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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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cano
 Cumulative magma volume (DRE km3)

Volcano
 Cumulative magma volume (DRE km3)

Max Total Max Total

Yufu-Tsurumi 6.81 14.64 Izu-Tobu 0.39 2.17 

Kujusan 7.20 22.94 Oshima-Oshima 0.05 0.05 

Asosan 384.00 577.26 Bandaisan 11.70 14.52 

Kirishimayama 50.00 93.43 Kozushima 21.08 22.80 

Aira(sakurajima) 128.00 378.11 Izu-Oshima 280.49 315.40 

Kikai(Satsuma IO-jima) 138.00 237.02 Niijima 21.33 26.61 

Kuchinoerabujima 0.24 0.50 Zaozan 16.95 30.87 

Suwanosejima 0.10 0.10 Miyakejima 393.28 394.44 

Yakedake 1.70 7.93 Akita-Komagatake 3.34 5.45 

Niigata-Yakeyama 1.40 2.29 Towada 20.34 86.31 

Kusatsu-Shiranesan 12.92 27.21 Hokkaido-Komagatake 6.36 10.49 

Asamayama 19.00 47.99 Toya(USU-ZAN) 99.60 107.61 

Harunasan 133.24 136.80 Shikotsu, Eniwadake 139.50 178.16 

Fujisan 380.00 421.65 

Table 2. Cumulative magma volume of 27 volcanoes (Modified Yamamoto, 2015)

Fig. 14. Massive volcanic eruption that is the subject of 
wide-area disaster prevention (内閣府,  2013).

Fig. 15. Cumulative volume step-diagrams of Asosan 
(Yamamoto, 2015).

3.2.4. 일본의 제4기 화산의 적산마그마분출량도

장기의 화산활동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2014년도에 실시한 화산활동이

력정보서비스 성과보고서(Yamamoto, 2015)를 참고

로 하여 제4기 화산 적산마그마 분출량을 정리하였다. 
이는 일본 주요 화산에 대한 과거 마그마 분출량의 시

간 변화에 관한 누적량을 기존 문헌에서 추출하여 정

리한 것으로  분화연대, 마그마 분출량 및 종류, 분화 

양식, 문헌의 출처, 신뢰성, 문제점에 대하여 정리되어 

있다(Fig. 15).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산체를 구체화하였다. 일본의 27개 화산

체의 적산 마그마 분출량 계단도를 Table 2와 같이 정

리하였다. 이때 구치노에라부지마, 스와노세지마화

산, 오시마대도는 정리된 자료가 없어 일본기상청의 

화산정보 자료를 참조하였다.

3.2.5. 일본의 최신 분화경계 레벨

현재 일본기상청이 발표한 최신 분화경계 레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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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hra Volcano Period (ka.) Bulk vol. (km3)

Kikai-Ah(K-Ah) Kikai 7.3 >150

Aira-Tn(AT) Aira 26-29 >150

Aso-4(Aso-4) Aso 85-90 >600

Kikai-Tz(K-Tz) Kikai 95 >150

Table 3. Historic event of affected to the Korean peninsula (Modified Machida, 2002)

레벨 2의 화산은 아주마야마, 아사마야마, 쿠사츠-시
라네산, 온타케산, 아소산, 키리시마산, 스와노세지마

화산, 이오우토우, 후쿠토쿠-오카노바이며, 레벨 3의 

화산은 사쿠라지마, 니시노시마, 레벨 5의 화산은 구

치노에라부지마이다. 이중 아소산, 키리시마산, 사쿠

라지마는 총 적산 마그마 분출량이 10위권내 포함되

는 화산이며, 아사마산, 쿠사츠-시라네산, 스와노세지

마화산, 구치노에라부지마는 총 적산 마그마 분출량

은 10위권 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27개 대상화산에 

포함되어 있는 화산이다.

3.2.6. 한반도에 영향을 준 과거 분화

앞서 Fig. 10에서 과거 국내에 영향을 준 화산재를 

붉은색으로 표시하였으며, Table 3은 국내에 영향을 

준 이벤트만을 정리한 것이다.

3.2.7. 우선순위 선정 결과

과거 분화자료를 기초로 할 때, 일본 본토의 동일본 

화산대에서 발생하는 화산의 경우 국내에 미치는 영

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서일본 화산대에 속

하는 큐슈 지역화산의 경우 대규모 분화 시(VEI 4이
상) 국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000년 동

안 분화한 화산은 국내 영향은 없고, 10,000년 또는 10
만년 빈도로 산정된 경우에만 일부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높은 화산을 선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일본의 화

산재의 확산, 일본의 강하화산재 데이터베이스 논문

자료검토, 일본 내각부의 대규모분화 대상 화산검토, 
일본의 주요 제4기 화산의 적산 마그마분출량 계단도 

검토, 일본의 최신 분화경계 레벨검토 및 한반도에 영

향을 준 과거 일본화산의 분화를 고려하여 27개 대상

화산중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가능성이 높은 화산은 아이라칼데라화산 

아소산 키카이칼데라화산 후지산=다루마이산 

키리시마산=우스산 구치노에라부섬 이즈오시

마 미야케지마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 16. Volcanoes with highest probability of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3.2.8. 중국화산의 선정여부

우리나라는 편서풍 영향권에 있으므로 중국에서 

편서풍을 통해 이동하는 황사와 같이 중국 화산의 분

화로 인한 영향권에 있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

다. Table 4는 중국의 화산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4에서 중국내에 위치한 11개와 북한과 접경

한 1개화산(Baekdusan) 중 활화산은 No 5(Kunlun
volcanic group), No 12(Baekdusan)가 해당되며, 주요 

암종분포에서 폭발적 분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되는 암종들을 포함하는 화산은 No 3 (Tengchong), 
No 5, No 12가 해당된다. 또한 기록된 화산의 최대 

VEI는 No 5가 VEI 2, No 9 (Wudalianchi)가 VEI 3, 
No 12가 VEI 7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고려대상

의 화산은 No 3, No 5, No 9, No 12로 압축될 수 있다. 
이중 No 3은 기원전 5750년에 분화이력이 있으며, 



한반도 주변 화산의 분포 : 국내 영향 가능성을 중심으로

No Volcano Volcanic type Distance to 
Seoul (km)

Max. 
VEI

Last 
eruption Main rock type

1 Hainan Dao Pyroclastic cone(s) 2571.32 1933CE Basalt/Picro-Basalt

2 Leizhou Bandao Volcanic field 2470.54 Unknown Basalt/Picro-Basalt/Trachybasalt/Tephrite Basanite

3 Tengchong Pyroclastic cone(s) 3013.80 5750BCE Basalt/Picro-Basalt/Andesite/ 
BasalticAndesite/Dacite

4 Tianshan 
Volcanic Group Volcanic field 3781.87 650CE No Data

5 Kunlun Volcanic 
Group Pyroclastic cone(s) 4141.06 2 1951CE Trachyte/Trachyandesite

6 Honggeertu Pyroclastic cone(s) 1273.15 Unknown Basalt/Picro-Basalt

7 Arshan Pyroclastic cone(s) 1217.26 0CE Basalt/Picro-Basalt

8 Keluo Group Pyroclastic cone(s) 1315.02 Unknown Trachybasalt/Tephrite/Basanite/Foidite 

9 Wudalianchi Volcanic field 1241.95 3 1776CE Trachybasalt/Tephrite/Basanite

10 Jingbo Volcanic field 740.67 520BCE Trachybasalt/Tephrite Basanite/ 
Phono-tephrite/Tephri-phonolite

11 Longgang Group Pyroclastic cone(s), 
Tuff ring(s) 531.16 350BCE Basalt/Picro-Basalt/Trachybasalt/TephriteBasanite

12 Baekdusan
(Changbaishan)

Stratovolcano, 
caldera, pyroclastic 

cone
499.63 7 1903CE

Trachyte/Trachyandesite/Rhyolite/Basalt/ 
Picro-Basalt/Trachyandesite/Basaltic trachy-andesite 

/Trachybasalt/Tephrite Basanite

Table 4. Volcanoes of China

당시의 VEI는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서울과의 거리

가 3013.80 km 이격되어 있다. No 5는 현재도 활동하

는 화산이나 과거 최대 VEI 2로 분화한 이력이 있고, 
서울과의 거리는 4141.06 km 이격되어 있어 국내에

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No 9는 1720
년-1721년에 VEI 3으로 분화한 이력이 있고, 거리는 

1241.95 km 떨어져 있으나 주요 분포 암종이 조면암

질현무암/테프라이트/현무암으로 폭발적 분화를 하는 

화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No 12의 Baekdusan은 2.3
절의 국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화산이므로 중국에 위치한 화산중에서

는 백두산만을 영향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한반도와 주변국의 화산정보를 수집하여 258개 화

산체에 대한 database를 작성하였다. 285개의 화산은 

남한에 3개, 중국에 11개,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1개
(백두산), 일본에 111개, 러시아에서 관리하는 일본화

산 15개, 러시아 캄차카반도 144개가 분포하고 있다. 
수집된 화산체의 정보를 활용하여 4개의 선정기준을 

통하여 분화 시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29 
개 화산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는 기상자료와 과거 분화조건을 고려하여 직접 모델

링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대상으로 하는 화산이 많은 경우 이를 모두 확인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29
개 대상 화산 중 문헌자료와 화산관측자료를 이용하

여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화산의 우선순

위 기준을 결정하고, 10위까지의 순위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화산들은 추후 화산재 확산 모델

링을 통해 더욱 정확한 자료를 산출해 낼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판단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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