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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stimate the eruption history and magmatic eruptive volumes of each rock units to evaluate the volcanic

eruption scale and volcanic hazard of the Ulleung Island. Especially, Maljandeung Tuff represents about 19~5.6 ka

B.P. from 14C dating, and Albong Trachyandesite, about 0.005 Ma from K-Ar dating in recent age dating data.

These ages reveal evidences of volcanic activities within the last 10,000 years, indicating that the Ulleung Island

can classify as an active volcano with possibility of volcanic eruption near future. Accumulated DRE-corrected

eruptive volume is calculated at 40.80 km3, within only the island. The calculated volumes of each units are

3.71 km3 in Sataegam Tuff, and 0.10 km3 in Maljandeung Tuff but 12.39 km3 in accounting the distal and medial

part extended into southwestern Japan. Volcanic explosivity indices range 1 to 6, estimating from the volumes of

each pyroclastic deposits. The colossal explosivity indices are 5 in Sataegam Tuff, and 6 in Maljandeung Tuff in

accounting the distal and medial part.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appropriate researches regarding possibility of

volcanic eruption of the island, and establishment system of the evaluation and preparation for volcanic hazard

based on the researches is required.

Key words : eruption history, age dating, active volcano, magmatic eruptive volume, volcanic explosivity index, vol-

canic hazard

울릉도의 화산활동 규모를 파악하고 화산재해를 평가하기 위해 분화이력과 마그마 분출량을 계산하였다. 최근 연대

측정 자료에서 최후기에 분출한 말잔등응회암은 14C 연대측정에 따르면 약 19~5.6 ka B.P. 연대를 가지며, 알봉조면

안산암은 K-Ar 연대측정에 의하면 0.005 Ma 연대를 나타낸다. 따라서 울릉도는 1만년 이내에 화산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분화의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는 활화산에 속한다. 그리고 울릉도의 누적 최소 DRE-보정 마그마

분출량은, 총 40.80 km3로 계산된다. 특히 사태감응회암은 3.71 km3 이상이며, 말잔등응회암은 울릉도에서만 0.10 km3

이지만 일본 남서부까지 뻗친 말단부층을 고려한다면 12.39 km3의 큰 분출량을 가진다. 분출량을 토대로 추정되는 화

성쇄설암의 화산폭발지수는 1~6 범위를 나타낸다. 특히 사태감응회암은 폭발지수가 5이고, 말잔등응회암은 울릉도에

만 분포하는 것으로 4이지만 일본에 분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6으로 파국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울릉도는

분화 가능성을 고려하는 적절한 연구가 필요하고 화산재해를 평가하고 대비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주요어 : 분화이력, 연대측정, 활화산, 마그마 분출량, 화산폭발지수, 화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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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화산은 과거에 활동성 유무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

였다. 활화산(active volcano)은 지금도 화산 활동을 계

속하고 있는 즉, 현재 수증기나 화산재를 뿜어 올리거

나 용암이 흘러내리는 화산이고, 휴화산(dormant

volcano)은 역사시대에는 분화하였지만 현재 분화를 멈

춘 화산, 즉 현재는 분화활동을 하지 않으나 다시 활

동할 가능성이 있는 화산이며, 사화산(extinct volcano)

은 화산 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화산이 분명하지만,

역사에서 그 활동의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앞

으로도 활동이 완전히 끝난 화산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1만년 이내에 활동한 경험을 가진

휴화산을 포함하여 현재 활동 중이거나 잠재적으로 활

동성을 가질 수 있는 화산을 활화산으로 분류하고, 앞

으로 활동성이 전혀 없는 화산을 사화산으로 구분하고

있다(Decker and Decker, 1991). 따라서 스미소니언

연구소(Smithsonian Institute)에서는 화산목록에 울릉

도를 1만년 이내에 분화한 경험을 가진 활화산으로 기

재하고 있다.

울릉도는 동해의 남서부에 있는 울릉분지의 북변부

에 위치하는 화산도이며 해저에서 약 3,000 m 솟아있

다. 이 화산도는 길이 12.2 km, 너비 8.0 km이고 면적

72.9 km2이며, 해수면에서 983.6 m 높이로 솟아있다.

이 화산도는 최근까지 화산활동의 가능성이 전혀 없

는 사화산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래서 울릉도에 대한 연

구들은 주로 지질학적이고 암석학적인 연구만을 수행

하여왔으며, 분화이력, 분화유형이나 분화규모와 같은

연구와 화산재해에 대한 대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연대측정의 기술발달과 탄화목

의 발견으로 인해 불과 수천 년 전의 화산활동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울릉도는 더 이상 화산

재해에 대해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사화산으로 분류되

어서는 안 되며, 화산재해 평가 및 대책을 세우기 위

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연구 수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울릉도 화

산의 분화이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출량 계산에

따른 화산폭발지수(Newhall and Self, 1982)를 제시하

고 이에 따른 위험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지질배경
 

울릉도에는 소규모지만 나리분지로 알려진 나리 칼

데라가 중북부에 존재한다. 이 칼데라는 북쪽으로 개

방된 원형극장 모양의 지형을 보이며 개략적인 경계를

칼데라 외륜(caldera rim)으로 잡는다면 직경이 최장

3.4 km에 이른다. 칼데라 외연(caldera margin)은 직경

약 2.0 km이다. 이 칼데라 외륜은 북쪽으로 칼데라

바닥에서 <100 m로 낮고 남쪽으로 최고 600 m로

높은 비고가 최고 560 m 이상이다. 칼데라 북서부는

알봉 용암돔이 칼데라 바닥에서 약 140 m 솟아있다.

바닥의 형태는 그 중앙부를 위시하여 약간 개석되었

지만 남북 방향으로 나리분석층으로 이루어진 수개의

분석구가 있다. 또한 북서부에는 알봉조면안산암의 용

암돔이 있고 이의 남북으로 혀 모양의 용암류가 연결

된다. 칼데라 바닥에는 다소 높은 용암돔과 분석구들

에 의해 상대적으로 낮은 2개의 소분지가 2단으로 분

리된다. 이 소분지에는 평탄화 작업으로 충적층이 채

워져 있다.

울릉도 화산암류는 전암조성에 의하면 SiO2 함량이

약 44~63 wt% 범위를 보이며, 대개 알칼리 현무암

(alkali basalt)-조면현무암(trachybasalt)-조면안산암

(trachyandesite)-조면암(trachyte)-포놀라이트(phonolite)

까지 범위로 조합되는 알칼리 계열에 속한다(Kim and

Lee, 1983; Won and Lee, 1984; Kim, 1985b, 1986;

Min et al., 1988; Song et al., 1999; Hwang et

al., 2014). 이들은 분출물 양상으로 보면 대부분 용암

과 화산쇄설암으로 구성되며, 층서분류와 암석화학적

기재의 차이로 대개 5 단계로 구분되었다(Kim and

Lee, 1983; Won and Lee, 1984; Kim, 1985a; Min

et al., 1988; Xu et al., 1998). 지구화학적 연구에

의하면 울릉도 화산암류는 해양도의 특성을 나타내며,

그 성인이 맨틀플륨과 관련되는 열점 활동으로 보고

있다(Song et al., 2006).

3. 층서개요

울릉도는 Harumoto(1970)에 의해 지질도가 작성되

어 여러 연구에 널리 이용되어 왔었으며, 최근에 공식

적으로 지질조사가 수행되어 1/5만 지질도가 발간되었

다(Hwang et al., 2012).

울릉도에서 노출되는 최고기 암석은 해안을 따라 발

견되는 현무암질암류이고 이들은 주로 용암과 각력암

으로 구성된다. 이 현무암질암류 위의 저지에 화산역

암이 퇴적되어있고, 조면암질암류가 울릉도의 거의 전

역에 초기 현무암질암류의 나머지를 두껍게 덮고 있다.

이 조면암질암류는 대개 용암류로 구성되지만 하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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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각력암층이 놓이고 중간에 응회암층이 협재되

어 있어 상·하부 조면암질암류로 구분된다. 이들 용

암류는 반정의 집합유무와 밀집도에 따라 암질이 다른

여러 용암류로 구분된다. 이후에 포놀라이트질암류가

북부와 죽도에서 크게 침식된 지형 위에 소규모로 놓

여있다. 그리고 응회암 및 부석층이 지표면에 넓게 덮

여 있으며, 이 광역 테프라층은 강한 폭발력으로 화산

회 및 부석들이 넓게 확산된 결과이고 성인봉 북측에

나리칼데라가 함몰되는 원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조

면안산암질암류가 칼데라 내에서 분석층과 용암돔을 형

성하였다(Hwang et al., 2012).

울릉도의 화산층서는 화산윤회와/혹은 부정합을 기

준으로 할 때, 도동현무암질암류, 울릉층군, 성인봉층

군과 나리층군 등의 4개 층군으로 묶었다(Fig. 1;

Hwang et al., 2012). 울릉층군은 부정합으로 도동현

무암류와 접하고 폭발성 분출로 시작하여 분류성 분출

로 끝나는 화산윤회에 의해 화산쇄설암층들과 하부 조

면암질 용암층들로 구성된다. 성인봉층군은 다시 폭발

성 분출로 시작하여 분류성 분출로 끝나는 화산윤회로

부터 사태감응회암이라는 화성쇄설층과 하부 조면암질

용암층들과 포놀라이트질 용암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나리층군은 울릉도에서 최후기에 폭발성 분출로부터 분

류성 분출로 끝나는 마지막 화산윤회에 의해 생산된

화산쇄설층들과 용암을 말한다. 

3.1. 도동현무암질암류

도동현무암질암류는 주로 현무암질 각력암 및 용암

으로 구성되고 간혹 여러 곳에 산발적으로 화산역암

(volcanic conglomerate)을 개재하는 경우도 있다

(Hwang et al., 2012). 이 암층은 울릉도의 해안에 주

로 분포하지만, 최고 고도 360 m까지 올라가며 현해

수준면 이하에도 상당부분까지 현무암질의 여러 암석

으로 대부분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울릉도는 해저 지형도에 의하면 동해저의 울릉분지 북

동부에서 높게 솟아 있다. 이 해저산은 높이가 2,200 m

이상에 달하며 기저폭이 북동동-남서서 방향으로 30 km

이상이고 남북 방향으로 폭이 23 km 이상에 달하는

거대한 화산으로 되어 있다. 이 거대한 해저 화산은

대부분 현무암질 화산암류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생각

되며 이 섬을 이루게 한 현무암질 해저화산작용

(submarine volcanism)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도동현무암질암류는 해수준면 위에서 대체로 하부에

화산쇄설암이 우세하고 상부로 가면서 용암류를 여러

차례 평행하게 존재한다. 화산쇄설암은 대부분 각력암

들이며, 이들은 대부분 다소 점성이 큰 용암류가 흐를

때 흐름 파쇄작용(flow fragmentation)에 의한 클린커

층으로서 흐름각력암(flow breccia), 해수와 접하는 용

암류의 급냉 파쇄작용(quench fragmentation)에 의한

유리쇄설성 각력암(hyaloclastic breccia)을 포함한다.

이들은 대체로 하부에서 유리쇄설성 각력암이 우세하

고 상부에서 흐름각력암이 우세한 편이다. 용암류는 점

성이 낮은 퍼호이호이 용암(pahoehoe lava flow)과 점

성이 높은 아아 용암류(aa lava flow)를 포함하며 후자

가 훨씬 우세한 편이다. 아아 용암류는 이의 하부와

상부에 클린커층에 해당하는 기저각력암(basal breccia)

과 표면각력암(surface breccia)을 수반한다.

3.2. 울릉층군

울릉층군은 화산쇄설암류와 하부 조면암질암류로 구

분된다. 화산쇄설암류는 투구봉역암, 사동각력암과 저

동층으로 구성된다(Hwang et al., 2012).

하부 조면암질암류는 도폭 중심부 성인봉 지역의 화

구를 통한 중심분출(central eruption)에 의한 용암류가

가장 넓게 분포하지만 도폭 서부의 측면분출(flank

eruption)에 의한 용암류도 상당히 존재한다. 

성인봉 지역에서 분출된 용암류는 반정의 집합유무

및 밀집도와 층서에 따라 더 세분할 수 있다. 즉 하부

조면암질암류는 저밀집 반상 조직의 (1) 두리봉조면암,

고밀집 반상 조직의 (2) 석포조면암, 저밀집 취반상

(glomerophyric) 조직의 (3) 모시개조면암과 고밀집 취

반상 조직의 (4) 천부조면암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남

서리, 윗구암과 초봉 지역의 측면분출에 의한 조면암

류는 그 공급지에 따라 (5) 남서조면암, (6) 산막조면

암과 (7) 태하조면암으로 구분된다(Fig. 1).

3.3. 성인봉층군

성인봉층군은 상부 조면암질암류, 해안단구층과 포

놀라이트질암류로 구분된다(Hwang et al., 2012). 상부

조면암질암류는 사태감응회암과 그 위에 놓이는 성인

봉 지역의 화구를 통한 중심분출에 의한 용암류와 도

폭 서부의 측면분출에 의한 용암류를 포함한다.

성인봉 지역에서 분출된 용암류는 반정의 집합유무

및 산출빈도와 층서에 따라 더 세분하면, 상부 성인봉

조면암류는 저밀집 취반상 조직의 (1) 관모봉조면암,

저밀집 반상 조직의 (2) 천두산조면암, 반상과 비반상

용암류의 호층을 보이는 (3) 나리봉조면암, 하부 비반

상과 상부 반상 용암류로 구성되는 (4) 미륵산조면암

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측면분출에 의한 상부 조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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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암류는 그 공급지에 따라 (5) 초봉조면암, (6) 간령

재조면암, (7) 대등조면암과 (8) 곰바위용결응회암, 관

입암으로 (9) 윗구암조면암이 있다(Fig. 1).

해안단구층은 추산층이 있으며, 이 층은 북측 해변

의 중간부분에 아주 소규모로 분포한다. 이 층은 천부

조면암에서 떨어져 나온 큰 암괴(약 5 m) 위에 놓이

고 상부에 흑색 분석층을 협재한다.

포놀라이트질암류는 북부와 동부에 소규로 돔을 형

성하면서 분포하며, 공급지에 따라 (1) 송곳봉포놀라이

트, (2) 석봉포놀라이트와 (3) 죽도포놀라이트로 나누

어진다(Fig. 1).

3.4. 나리층군

나리층군은 대략 15천년 전부터 분출했고 성인봉층

군이 거의 약 17만년 전에 끝났던 부정합 관계를 가지

기(Hwang et al., 2012) 때문에 침식된 낮은 저지에

도 여러 곳에 분포한다. 나리층군은 칼데라형성 화산

암류와 조면안산암질암류로 나눌 수 있다. 칼데라형성

화산암류는 (1) 봉래분석층과 (2) 말잔등응회암이 있으

며, 조면안산암질암류는 (1) 나리분석층, (2) 알봉조면

안산암과 (3) 죽암분석층으로 구성된다(Fig. 1).

봉래분석층은 조면암질이고 분석들로 구성되며 말잔

등응회암에 의해 덮인다. 말잔등응회암은 조면암질내지

포놀라이트질이고 응회암 및 부석층으로 구성되며 넓

게 퍼져 분포한다. 나리분석층은 조면안산암질이고 분

석들로 구성되며 말잔등응회암을 덮는다. 알봉조면안산

암은 용암으로 구성되고 나리분석층 위에 놓인다. 죽

암분석층은 조면안산암질이고 분석들로 구성되며 죽암

남동부에서 말잔등응회암 위에 고립되어 분포한다.

4. 분화이력

4.1. 암석 연령측정

울릉도의 분화이력은 역사적 기록은 없기 때문에 암

석 혹은 탄화목으로부터 방사성 동위원소 연령측정으

로부터 알아낼 수 있다(Table 1). 울릉도의 화산암류에

대한 암석연령측정은 지금까지 대부분 K-Ar법으로 이

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Min et al.(1988)는

2.7±0.9~1.8±0.7 Ma이고 Xu et al.(1998)은 1.56±0.04

~0.58±0.01 Ma이며, 또한 Kim et al.(1999)은 1.36±0.05

~0.005±0.004 Ma이고 Song et al.(2006)는 2.12±0.32

~0.51±0.07 Ma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Ar-Ar법에 의한 암석 연령치(Hwang et al., 2012)

는 현무암에서 1.43±0.27 Ma, 사동각력암에 협재된

조면암 용암에서 1.25±0.15 Ma, 하부 조면암질암류에

서 0.51±0.16~0.75±0.13 Ma, 상부 조면암질암류에서

0.17±0.12~0.33±0.18 Ma를 나타낸다. 한편 알봉조면

안산암은 K-Ar 연대측정에 의하면 0.005 Ma 연대를

나타낸다(Kim et al., 1999).

Ar-Ar 동위원소 측정법에 의한 절대연령 측정결과는

층서와 비교할 때 상위층으로 가면서 젊어지는 경향을

보여주는 비교적 정연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

라서 Ar-Ar 동위원소 측정법에 의한 연령측정 결과는

기존에 실시되었던 K-Ar 법에 의한 연령측정치보다 신

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2. 탄화목 연령측정

울릉도 지표면에는 응회암 및 부석층이 넓게 덮여

있다. 이들은 말잔등응회암으로 부르며 탄화목을 여러

층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한 층이 동해 시추

코아와 일본 남서부에서도 얇은 층으로 발견되기도 하

였다(Machida and Arai, 1983; Machida et al., 1984;

Chun et al., 2006). 이 광역 테프라층은 강한 폭발력

으로 화산회 및 부석들이 넓게 확산된 결과이며, 14C

연령측정에 의해 9,300 BP에 분출했던 것으로 보고되

었고(Arai, et al., 1981; Machida and Arai, 1983).

Kikai-Akahoya 화산회(K-Ah)의 광역지시층을 기준하여

해석할 때 6,300년 전에 분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근에 말잔등응회암은 탄화목과 부석질 토양 시료

로부터 14C 연대측정에 따르면 약 19~5.6ka B.P. 연

대를 가진다(Okuno et al., 2010; Im et al., 2012;

Kim et al., 2014)

5. 마그마 분출량

울릉도는 다양한 폭발성 및 분류성 분출유형의 화산

작용에 의해 만들어졌다(Hwang et al., 2012). 울릉도

의 각 분출은 복성화산과 같이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

으로 나오기보다 차라리 다수의 여러 지점에서 터져

나왔다. 일반적으로 분출작용은 시공간적으로 분출 중

심지를 형성하는 별개의 마그마 상승에 의해 일어난다.

비록 단성화산은 개개 분출이 일반적으로 적은 마그마

분출량(<1 km3)을 가질지라도, 화산활동의 다른 여러

분출상과 분출유형으로 복잡할 것이다. 그 분출 거동

은 광역적 조구조 위치, 지표 가까이의 지질 및 수리

와 마그마 공급지 과정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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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ruption ages dated from bulk rocks and charred woods in the Ulleung Island

Stratigraphy
Arai et al.

(1981) C14

Yun 

(1986) K-Ar

Xu et al.

(1998) K-Ar

Kim et al. 

(1999) K-Ar

Song et al.

(2006) K-Ar

Okuno et al.

(2010) C14

Im et al.

(2012) C14

Hwang et al.

(2012) Ar-Ar

N
ari 

G
ro

u
p

Jugam Scoria 
Deposits

Albong 

Trachyandesite

U69

(0.005±0.013 Ma) 

stage 6

(0.51±0.07 Ma)

Nari Scoria 

Deposits

Maljandeung 
Tuff

U-Oki 
(9.3 ka 

B.P.)

U-2
(5.6 cal ka 

B.P.)

Nari-III
(<5.6 cal Ka 

B.P.)

U-3
(8.3~9 cal ka 

B.P.)

Nari-II
(8.4 cal ka 

B.P.)

U-4

(11.0 cal ka 
B.P.)

Nari-I

(18.8 cal ka 
B.P.)

Bongrae Scoria 

Deposits

S
eo

n
g
in

b
o
n
g
 
G

o
u
p

Phonolitic 
Rocks

Chusan 
Formation

Witguam 

Trachyte

Gombawi 
Welded Tuff

Daedeung 
Trachyte

Ganryeongjae 

Trachyte

Mireuksan 

Trachyte

Naribong 
Trachyte

UL 425, UL448
(0.17~0.18 Ma)

Cheondusan 

Trachyte

Chobong 

Trachyte

UL 473

(0.21±0.11 Ma)

Gwanmobong 
Trachyte

UL 548, UL808
(0.23~0.33 Ma)

Sataegam Tuff

U
lleu

n
g
 
G

o
u
p

Taeha 
Trachyte

Stage III
(0.58 Ma)

U23
(0.24±0.01 Ma)

RU 111
(0.53±0.11 Ma)

Sanmak 

Trachyte

U21A

(0.67±0.03 Ma)

Mamseo 
Trachyte

Cheonbu 

Trachyte

U 41I, U41C
(0.47~0.48 Ma)

U17
(0.70±0.01 Ma)

stage 4, stage5

(0.83~1.57 Ma)

RU 110

(0.51±0.16 Ma)

Mosigae 

Trachyte

UL 689

(0.75±0.13 Ma)

Seokpo 
Trachyte

U37, U38
(0.78~0.83 Ma)

UL 550
(0.75±0.11 Ma)

Duribong 
Trachyte

stage 3
(2.12±0.32 Ma)

Jeodong 

Formation

Sadong 
Breccia

Stage II
(1.05 Ma)

U10
(0.73±0.01 Ma)

RU 71
(1.25±0.15 Ma)

Tugubong 
Conglomerate

U13
(0.81±0.01 Ma)

Dodong Basaltic 

Rocks

sample 8

(2.50±0.9 Ma)

Stage I

(1.37~1.40 Ma)

U4, U14, U15

(0.97~1.37 Ma)

stage 1

(8.07±0.39 Ma)

RU 120

(1.43±0.27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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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분출량 계산에 적용된 공식

울릉도는 활동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화산 분출량을

정확하게 결정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화산휴지기가 수

없이 있었고 침식작용이 동반되었을 것이다. 침식작용

은 원래 화산체를 허물어뜨리고 대부분의 테프라를 화

산 외측부로 이동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울릉 화산

은 원래 모양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화산 모델

을 이용하거나, 혹은 마그마 분출량 계산을 최소한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Kerszturi et al., 2013). 화산지역

의 체적 진화를 이해하고 분출작용을 일으키는 마그마

솥(magma batch)의 크기를 알아낸다는 것은 광역적

조구조적 진화를 이해하고 화산재해를 예상하는데 있

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복잡한 울릉화산은 층서가 복잡한 것만큼 여러 가지

구성원과 부분으로 조합되어 있다. 현 연구에서, 다음

과 같이 (1) 다이아트림, (2) 응회환, (3) 분석구, (4)

용암류, (5) 말단부 테프라층, (6) 암맥 등 6개 부분으

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화산은 복수

화구와 분화구가 조합되어있기 때문이다. 나리분석층과

알봉조면안산암은 그 화산형태가 다이아트림과 같이 지

표 아래에 역원추 모양을 가질 것으로 추정하여 공식

(1)로 분출량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암층들은 용

암류, 응회환과 분석구와 같은 화산형태를 가지기 때

문에 공식 (2)를 적용하여 최소 분출량을 계산하였다.

V = 1/3 πHinfill (rtop
2+rtoprbottom+rbottom

2) (1)

V = Σ∆ZiXY (2)

5.2. 분출량 계산

울릉도에서 각 암층의 면적, 평균두께와 부피 분출

량은 다음 Table 2와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대부분

화산암은 기공과 외래암편을 함유할 수가 있으며, 화

성쇄설암은 이외에 입간 공극을 가질 수 있다. 이들을

함유하는 겉보기 분출량은 암종별로 본다면 현무암이

17.45 km3이고 조면안산암이 0.20 km3, 조면암이

7.89 km3, 포놀라이트가 0.12 km3의 용암류를 가지며,

각력암이 12.31 km3, 응회암이 4.80 km3, 분석층이

1.37 km3이다. 이들은 백분율로 나타내면 현무암이 가

장 규모가 크고 그 다음이 각력암이며 조면암, 응회암,

조면안산암과 포놀라이트 순으로 많으며 상부층으로 가

면서 분출량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다(Fig. 2).

DRE(dense rock equivalent)-보정 후에, 계산된 마

그마 분출량은 다음과 같다. 암종별로 볼 때 용암류는

현무암이 16.17 km3이고 조면안산암이 0.20km3, 조면

암이 7.38 km3, 포놀라이트가 0.11 km3이며, 각력암은

11.61 km3이고 화성쇄설암(층)은 응회암이 3.81 km3,

분석층이 1.01 km3이다. 그러나 말잔등응회암은 일본

남서부까지 뻗친 말단부층을 고려한다면 12.39 km3의

큰 부피량을 가지며, 이는 아직도 나머지 구성원보다

매우 더 많은 편이다. 

울릉도에서 누적 최소 DRE-보정 마그마 분출량은, 말

잔등응회암의 말단부층 분출량을 제외하면, 총 40.80 km3

로 계산된다(Table 2).

6. 토 의

6.1. 활동성 평가

울릉도는 비교적 최근까지 화산활동의 가능성이 거

의 없는 곳으로 간주되었다. 울릉도에 분포하는 화산

암에 대한 연대측정 자료는 울릉도의 화산활동이 대부

분 9,300년 전이었고(Arai, et al., 1981; Machida

and Arai, 1983) 지진, 지열 등과 같은 화산활동 징후

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분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연대측정기술의

발달과 많은 연구 수행의 결과로 인해 불과 수천 년

전의 화산활동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울

릉도는 더 이상 화산재해에 대해 안전하지 않은 곳으

로 분류되어야 하고, 화산재해 평가 및 대책을 위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연구 수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고 할 수 있다.

1만년 이내에 분화한 경험이 있는 울릉도의 나리층

군 말잔등응회암은 탄화목으로부터 14C 연대측정에 따

르면 약 19~5.6 ka B.P. 연대를 가진다(Okuno et

al., 2010; Im et al., 2012; Kim et al., 2014). 한편

Fig. 2. Proportions of eruptive volume for the rock types in

the Ulleung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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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봉조면안산암은 K-Ar 연대측정에 의하면 0.005 Ma

연대를 나타낸다(Kim et al., 1999). 따라서 울릉도 나

리분지 칼데라는 9천~6천 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5천

년 경에 알봉(용암돔)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울릉화산 아래에 마그마챔버의 존재에 대한 연

구가 근래까지 진행된 바 없기에 구체적인 증거를 제

시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지열발전을 위해 시추한 결

과에 의하면 지하에 높은 열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

었다.

최근에는 1만년 이내에 활동한 경험을 가진 휴화산

을 포함하여 현재 활동 중이거나 잠재적으로 활동성을

가질 수 있는 화산을 활화산으로 분류하며, 앞으로 활

동성이 전혀 없는 화산을 사화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Table 2. Minimum eruptive volumes estimated for the rock units in the Ulleung Island

Stratigraphy Rock units
Area
(km2)

Mean 
thickness

(m)

Volume
(km3)

Vesicle 
&voids

(%)

Lithics 
(%)

DRE-
volume
(km3)

Nari 
Group

Trachyandesitic 

Rocks

Jugam Scoria Deposits 0.0358 60 0.002 9.10 0.002

Albong Trachyandesite 0.8449 80 0.2 1.11 0.20

Nari Scoria Deposits 2.4035 130 1.37 26.47 1.01

Caldera-
forming 
Volcanic 
Rocks

Maljandeung Tuff

(only Ulreung Island)
7.7540 20 0.16

13.62 21.66

0.10

Maljandeung Tuff 
(extended to Japan)

183327.17 0.1044 19.14 12.39

Bongrae Scoria Deposits 1.7120 50 0.09 16.07 7.44 0.07

Seonginbong 
Group

Phonolitic 
rocks

Jukdo Phonolite 0.2222 100 0.02 0.93 0.02

Seokbong Phonolite 0.1786 450 0.08 0.60 7.35 0.07

Songgotbong Phonolite 0.0880 270 0.02 0.05 0.02

Upper 

Trachytic 
Rocks

Witguam Trachyte 0.2344 220 0.05 0.65 0.05

Gombawi Welded Tuff 0.1510 250 0.04 0.97 11.51 0.04

Daedeung Trachyte 4.5973 180 0.83 0.07 0.83

Ganryeongjae Trachyte 0.6397 50 0.03 2.68 0.03

Mireuksan Trachyte 4.0505 110 0.45 0.61 0.45

Naribong Trachyte 4.9180 170 0.84 0.94 0.83

Cheondusan Trachyte 3.7037 160 0.59 0.17 0.59

Chobong Trachyte 0.3717 120 0.04 0.07 0.04

Gwanmobong Trachyte 4.0606 100 0.41 0.24 0.41

Sataegam Tuff 66.31 70 4.64 19.98 3.71

Ulleung 
Group

Lower 
Trachytic 

Rocks

Taeha Trachyte 2.2093 80 0.18 1.45 0.18

Sanmak Trachyte 1.7314 60 0.10 0.25 0.10

Namseo Trachyte 0.1167 50 0.006 0.01 0.01

Cheonbu Trachyte 8.2256 160 1.32 2.96 1.28

Mosigae Trachyte 6.4688 70 0.45 6.49 0.42

Seokpo Trachyte 12.7037 90 1.14 0.06 1.14

Duribong Trachyte 11.137 130 1.45 1.77 1.42

Volcaniclastic 
Rocks

Sadong Breccia 61.5384 200 12.31 5.70 11.61

Dodong Basaltic Rocks 72.7013 240 17.45 7.34 16.17

Total volume 44.27 40.80

Fig. 3. Map showing the distribution limit of fallout tephra

layers, previously known as U-Oki, from explosive eruptions

of the Maljandeung Tuff (Machida and Arai,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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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ker and Decker, 1991).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

은 지난 1만 년(홀로세 기간) 동안 분화한 기록이 있

는 화산을 활화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스미소니언 연

구소의 GVP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화산 관측과 자료

수집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울릉화산은 전통적으로 사화산으로 간주되

었던 생각을 버려야 하며,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분

류한 바와 같이 활화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합당한 것

으로 판단된다. 울릉화산은 앞으로 잠재적인 분화 가

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 한편 울릉도

에서 최근 분화로부터 생성된 최후기 화산암은 화산재

해 평가 및 대비를 위해 더 정확한 연대측정을 실시해

야만 한다.

6.2. 화산폭발지수 평가

울릉도에서 폭발성 분화에 의해 생성된 주요 화성쇄

설암들에 대해 기존 분출량 계산 모델(Kereszturi et

al, 2013)을 적용시켜 마그마분출량을 계산하였고, 이에

따라 화산폭발지수(volcanic explosive index, VEI)를

평가할 수 있다. 겉보기 분출량(bulk eruptive

volume)은 각 암층의 분포면적, 평균두께로부터 계산

되었으며, 나리분석층과 알봉조면안산암은 ‘당근’ 모양

과 같은 화산뿌리 부분을 고려하여 추가하였다. 그리

고 겉보기 분출량으로부터 기공(vesicles), 입자간 공극

(inter-particle voids), 암편(lithics)이 차지하는 부분을

제거하여 치밀암과 같게 보정함으로서 진정한 마그마

에 해당하는 DRE-분출량(dense rock equivalent

eruptive volume)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정밀한 야외조사 자료와 수치표면모델

(Digital Surface Model, DSM), 수치지모모델(Digital

Terrain Model, DTM), 수치고도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 자료가 요구되지만 현재로서 자료 수집

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분출량을 구성

하는 부분 중에서 화산뿌리 부분은, 지구물리탐사나 시

추를 통해 부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진 것이 아

니기 때문에, 분출량의 산출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실제 분출량은 지하 부분의 정

확한 자료가 나온다면 더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가

능성도 있다.

계산 결과에 의하면 DRE-분출량은 사태감응회암은

3.71 km3이고 봉래분석층은 0.07 km3이며 말잔등응회

암은 0.10 km3이다. 그리고 나리분석층은 1.01 km3이

고 죽암분석층은 0.002 km3의 분출량을 나타낸다. 특

히 말잔등응회암은 일본 서남부에서 분포한다는 것

(Machida and Arai, 1983; Machida et al., 1984)과

동해 해저에 쌓인 강하화산회로 확인한 것(Park et

al., 2003)을 고려한다면 12.39 km3 분출량으로 큰 양

적 증가를 보여준다.

울릉도의 각 암층은 이미 계산한 분출량으로부터 화

산폭발지수를 알아낼 수 있다. 이 화산폭발지수는 화

산의 폭발력을 나타내는 지수로 화산 분출물의 양과

분연주의 높이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화산폭발지수는

0부터 8까지 구분되며 8이 최대 규모이고 지수가 1 증

가할 때마다 분출물의 양은 대체로 10배 가량 증가한

다(Fig. 4).

분출량 계산을 토대로 한다면 울릉도에서 폭발성 분

출에 의한 화성쇄설암은 화산폭발지수가 1~6 범위를

나타낸다. 사태감응회암은 폭발지수가 5이고 봉래분석

층이 3이며, 말잔등응회암은 울릉도에 분포하는 것만

으로 4이지만 일본에 분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6으로

파국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그리고 나리분석층은 4이

고 죽암분석층은 1에 해당된다. 이들의 폭발지수에 의

하면 폭발력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아이슬란드의 에

이야프얄라요쿨(Eyjafjallajökull) 화산에서 2010년 분화

작용은 화산폭발지수가 4이었음을 고려한다면 화산재

해의 평가 측면에 있어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높은

지수를 나타낸다.

Fig. 4. Volcanic Explosivity Index (VEI), showing

explosive magnitude and eruptive volume, is divided from

0 to 8 with volume of volcanic eruption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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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울릉도 화산암류는 화학조성으로 보면, 알칼리 계열

에 속하는 현무암, 조면안산암, 조면암과 포놀라이트로

구성되며, 이들은 분출물 양상으로 보면 대부분 용암

과 화성쇄설암으로 구성된다.

특히 나리층군에서 말잔등응회암은 14C 연대측정에

따르면 약 19~5.6 ka B.P. 연대를 가진다. 한편 알봉

조면안산암은 K-Ar 연대측정에 의하면 0.005 Ma 연대

를 나타낸다. 따라서 울릉화산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서 분류한 바와 같이 활화산에 속하며 앞으로 분화의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울릉도에서 누적 최소 DRE-보정 마그마 분출량은

총 40.80 km3로 계산된다. DRE-분출량은 암종별로

용암류가 현무암이 16.17 km3이고 조면안산암이

0.20 km3, 조면암이 7.38 km3, 포놀라이트가 0.11 km3이

며, 각력암은 11.61 km3이고 화성쇄설암(층)은 응회암이

3.81 km3, 분석층이 1.01 km3이다. 그러나 특히 폭발성

분출에 의한 암층 중에서 사태감응회암은 3.71 km3이며,

말잔등응회암은 울릉도에서만 0.10 km3이지만 일본 남

서부까지 뻗친 말단부층을 고려한다면 12.39 km3의

큰 부피량을 가진다.

분출량에 따르면 화성쇄설암은 화산폭발지수가 1~6

범위를 나타낸다. 사태감응회암은 폭발지수가 5이상이

고 봉래분석층이 3이며, 말잔등응회암은 울릉도에 분

포하는 것만으로 4이지만 일본에 분포하는 것을 고려

한다면 6으로 파국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그리고 울릉도에는 주민들이 화구에서 10 km 이내

매우 가깝게 거주하기 때문에 소규모 분화시에 큰 피

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또한 말잔등응회암과 같이 울

릉도에서 플리니언 분화 혹은 수증기플리니언 분화가

발생한다면 울릉도 전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해안과

일본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울릉도의 분화 가능성을 고려한 연구가 충

분히 수행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화산재해를 평가

하고 대비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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