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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information on genesis of obsidian occurring in the southwestern part

of Ulleung Island, Korea, and to discuss its implications for volcanic activity through volcanological and

mineralogical properties of obsidian. Obsidian occurs locally at the lower part of the Gombawi welded tuff,

showing various complex textures and flow banding. Though obsidian is mostly homogeneous, it is closely

associated with alkali feldspar phenocrysts, reddish tuff, and greyish trachyte fragments. The obsidian occurs as

wavy, lenticular blocks or lamination composed of fragments. Cooling fractures developed on obsidian glass are

characterized by perlitic cracks, orbicular or spherical cracks, indicating that obsidian rapidly quenched to form an

amorphous silica-rich phase. It is evident that hydration took place preferentially at the outer rim relative to the

core of obsidian, forming alteration rinds. The glassy matrix of obsidian includes euhedral alkali feldspars, diopside,

biotite, ilmenite, and iron oxides. Microlites in glassy obsidian are composed mainly of alkali feldspars and

ilmenite. Quantitative analysis by EPMA on the obsidian glass part shows trachytic composition with high iron

content of 3 wt.%. Accordingly, obsidian formed with complex textures under a rapid cooling condition on surface

ground, with slight rheomorphism. Such results might be induced by collapse of lava dome or caldera, which

produced the block-and-ash flow deposit and the transportation into valley while keeping high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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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울릉도 남서부 지역에 분포하는 흑요암의 화산학적, 광물학적 특징을 통하여 흑요암의 성인과 산

출의미를 고찰하는 데 있다. 흑요암은 곰바위용결응회암 하부에서 국부적으로 발달하며, 다양하고 복잡한 조직과 유

동띠가 관찰된다. 흑요암은 알칼리장석 반정과 응회암 및 조면암의 암편과 혼재하여 산출된다. 흑요암은 파동형, 렌즈

상의 덩어리로 산출되거나 파쇄된 흑요암 입자들로 인해 얇은 층리로 발달한다. 진주상 균열, 둥근 또는 구형균열과

같은 냉각균열이 특징적으로 발달하는데, 이는 빠르게 냉각하여 규산질이 풍부한 비정질 상태의 흑요암이 형성되었음

을 지시한다. 수화작용은 흑요암의 가장자리에서 상대적으로 현저하여 변질띠를 이룬다. 흑요암의 유리질 기질에는 자

형의 새니딘과 아노소클레이스 같은 알칼리장석 반정 외에도, 투휘석, 흑운모, 티탄철석, 철산화물 등이 수반된다. 특

히 산점상의 미세결정들은 대부분 알칼리장석류와 티탄철석으로 구성된다. EPMA 정량분석 결과, 흑요암의 유리 기

질부는 조면암질 조성을 보이며, 철 함량은 약 3 wt.%로 높은 편이다. 본 흑요암은 용암돔이나 칼데라의 붕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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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고온상태에서 역-화산재 흐름 퇴적물이 계곡부로 운반된 후, 차가운 지표면과 접촉하였으며 유동성을 띠는 가운

데서 급랭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흑요암, 울릉도, 용결응회암, 냉각균열, 역-화산재 흐름 

1. 서 론

화산분출과 정출작용동안 마그마 주변의 온도구배가

큰 상태로 급랭하면 유리질 암석이 생성될 수 있다.

화산기원의 대표적인 유리질 암석은 흑요암(obsidian),

타킬라이트(tachylite), 부석(pumice), 유리질 샤드(glass

shard), 화쇄퇴적물 기질의 유리암 등이 있으며, 이들은

고유한 화산분출 특성과 관련성이 깊다. 

흑요암은 에티오피아에서 이 암석을 발견한 로마인

Obsius의 이름을 따서 “Obsius의 돌” 이라는 의미로

Obsianus 라고 불렀으나, 17세기 들어 라틴어의 철자

오류로 인하여 Obsidianus로 잘못 기술한 것에서 유래

한다. 흑요암은 흑색의 유리질암으로 화산활동 후기에

잔류 마그마가 분출하거나 유동하여 지표상에서 급랭

하여 형성된다. 흑요암의 화학조성은 대부분 유문암질

에 속하나, 조면암질이나 석영안산암질 흑요암도 드물

게 나타난다. 흑요암은 대개 유문암 돔이나 칼데라 주

변, 또는 용암에서 산출되며 마그마가 급격히 냉각되

어 결정이 형성될 때 생성되므로 유리질 조직을 형성

한다. 흑요암의 대표적인 물리적 특성인 깨짐은 불완

전 패각상(imperfect conchoidal fracture)이고, 투명도

는 중간에서 불량 범위이며, 체적에 비해 낮은 비표면

적(specific surface area)비를 보인다. 흑요암은 균질하

거나 유동띠(flow banding)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색

깔에 따른 띠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뉴질랜드의 타

우포(Taupo) 화산지대의 흑요암은 구과상(spherulitic)

이나 유리질의 구상체(globule)로 산출되는데, 흑색 침

상광물 또는 석영, 장석과 같은 반정광물을 함유하기

도 한다(Moore, 2012). 

흑요암은 화산암 지대에서만 산출되는데, 백악기 이전

에 형성된 경우 암석 고유의 풍화, 변질에 취약하여 노두

보존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 흑요암의 산출

과 생성환경에 관한 지질학적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울릉도 남서부 지역에 분포하는 곰

바위용결응회암 내에서 산출하는 흑요암의 발달특징과

광물학적 특성분석을 통하여 그 성인을 고찰하는데 있다.

2. 연구지역의 지질 

동해에 위치하는 울릉도는 신생대 플라이오세

(Pliocene)에서 홀로세(Holocene)까지의 화산활동으로

형성되었다. 초기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현무암질암류의

연대는 2.7±0.9-1.37±0.05 Ma이며(Kim and Lee,

1983; Min et al., 1988; Kim et al., 1999; Song

et al., 2006), 최후기 화산활동을 지시하는 테프라층 내

탄화목과 퇴적물의 연대는 19-5.6 ka BP이다(Okuno

Fig. 1. Geological map modified from Hwang et al. (2012). The study area bearing obsidian is marked as a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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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0; Im et al., 2012; Kim et al., 2014;

Im and Choo, 2015). 울릉도의 광역적인 화산층서는

화산윤회 혹은 부정합을 기준으로 4개의 층군, 즉 현무

암질암류, 울릉층군, 성인봉층군, 나리층군으로 세분된

다(Hwang et al., 2012).

흑요암은 울릉도 서면 남서리 부근에 분포하는 곰바

위용결응회암의 하부에서 국부적으로 산출된다(Fig. 1).

곰바위용결응회암은 성인봉층군에 속하며 대동조면암

과 사태감응회암을 피복하고 있다(Fig. 1). 곰바위용결

응회암은 수평층리가 발달된 사태감응회암과 고각으로

접촉하며(Fig. 2a), 남측 해안 쪽으로 약 20도 경사져

분포한다. 또한, 하부로 갈수록 수십 cm-1 m 직경의

거력(boulder)이 함유된 괴상의 각력질 응회암 양상을

나타내며 일종의 역-화산재 흐름(block-and-ash flow)

퇴적상을 보여준다(Fig. 2b-2f). 사태감응회암과 곰바위

용결응회암은 침식 및 채움(cut-and-fill) 방식의 퇴적상

을 보인다. 두 암상의 접촉부는 열변질 또는 팔라고나

이트(palagonite)화 작용을 받아 담적색을 나타낸다. 

곰바위용결응회암 내 흑요암은 파쇄된 흑요암 입자

들이 기질에서 층리를 이루거나(Fig. 2d), 흑색 유리질

렌즈상으로 산출된다(Fig. 2e, 2f). 파쇄된 흑요암 입자

들은 수 mm 크기로 비교적 분급이 양호하다. 압축 신

장된 흑색 유리편은 층리와 무관하게 신장되어 치밀한

용결엽리와 유상구조(flow structure)를 보여주기도 한

다. 렌즈상 덩어리로 산출되는 흑색 흑요암 내에서 알

칼리장석 반정을 흔하게 함유하여 파리반암(vitrophyre)

Fig. 2. Field photographs of the Gombawi welded tuff. (a) A geological boundary between the welded tuff and the Sataegam

tuff near the Mushroom rock, a geosite, is shown with high angles. (b) Massive bed characterized by the block-and-ash flow

deposit. (c) Basaltic boulders with varying sizes in reddish brown tuff matrix. (d) Pebble-sized breccia and fragmented

obsidian scattered in tuff. (e) Matrix-supported massive bed indicating a block-and-ash flow deposit. (f) Enlarged image of

the box area in (e) shows partly linear fabrics in tuff matrix mixed with trachyte boulders and brec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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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보이기도 한다(Hwang et al., 2012).

흑요암에는 다양한 종류의 암편과 반정광물들이 포

함되어 있으며 용결구조와 유상구조가 잘 관찰된다

(Fig. 3a). 암편은 주로 회색의 부석질 응회암, 암회색

조면암, 흑적색 현무암, 암회색 조면안산암 등이며, 회

백색의 섬장암이 드물게 함유되어 있기도 하다. 부석

질 파편은 가장자리에서 변질조직이 흔히 발달하나 새

니딘 반정에서는 용식과 같은 변질조직은 관찰되지 않

는다(Fig. 3b). 직경 2-3 mm의 새니딘 반정은 암편과

마찬가지로 약한 입자회전 양상을 보여준다. 

3. 분석방법
 

연구시료는 울릉읍 서면 해안 인근에 분포하는 곰바

위용결응회암 하부에서 발달하는 흑요암이다. 흑요암의

조직관찰을 위해 대표적인 시료를 선별하여 한국지질

자원연구원에서 연마편을 제작하였다. 분말시료는 암석

을 파쇄한 다음, 실체현미경을 이용하여 미세암편과 반

정광물이 제거된 흑색 유리질 입자를 선별하여 만들었다.

흑요암 내 비정질의 함량계산과 광물동정은 한국지

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분석센터의 X-선 회절분석(X-ray

diffraction(XRD), Philip X’Pert MPD)을 이용하여 수행

되었다. 회절 패턴은 Cu target(CuKα: 40 kV, 30 mA)

을 이용하여 3-65° 2θ 구간에서 0.01° 스텝 하에서,

스텝 당 0.25초 간격으로 획득하였다. 배경치를 포함한

전체패턴을 대상으로 Siroquant 프로그램 v3.0을 이용

하여 광물함량과 비정질의 양을 계산하였다. 

흑요암의 조직관찰과 흑요암 내 유리질, 반정광물,

미세결정의 주성분원소 정량분석은 경상대학교 공동실

험실습관의 전자현미분석기(electron probe X-ray

microanalyzer(EPMA), JEOL JXA-8100)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흑요암 표면의 미세조직관찰과 EDS(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에 의한 반정량분석은 한국기

초과학연구원 대구센터의 고분해능주사전자현미경(high

resolut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HR-SEM),

Hitachi S-4800)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흑요암 유리질에 대한 분광학적 분석은 경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의 적외선분광기(fourier transform

infrared(FT-IR) spectrometer, Perkin-Elmer Frontier)

를 이용하여 분해능 1 cm-1, 파수(wave number)

4000-400 cm-1 범위 하에서 이루어졌다. 분석 전 시료

는 분말로 제작한 후, KBr과 혼합한 펠릿으로 제작하

여 투과율(transmittance)을 측정하였다. 

 

4. 결 과 

 4.1. 흑요암의 구성광물

 흑요암 유리질은 현미경상에서 거의 균일한 다색성

과 소광에 의한 특유의 간섭색을 나타낸다. 교차니콜

하에서도 완전소광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비정질 실리

카와 차별된다. 흑요암 유리질에는 새니딘과 아노소클

레이스 같은 알칼리 장석이 흔히 함유되어 있다. 새니

딘은 단일 반정으로 유리 기질부에 산점상으로 분포하

며(Fig. 4a), 아노소클레이스는 주상 및 탁상의 형태로

군집을 이루거나 특정한 방향성을 띤다. 그 외에도 흑

운모, 휘석, 여러 종류의 철산화물이 관찰된다. 흑요암

의 유리질 내에서는 고배율에서만 관찰되는 μm 이하

크기의 미세결정이 흔히 관찰된다(Fig. 4b). 

Fig. 3. Slab specimens of obsidian mixed with rock

fragments in the Gombawi welded tuff. (a) Obsidian block

shows vitrophyre-like texture with basaltic fragment (bs)

and trachytic fragment (tr). Numbers on the scale bar are in

cm. (b) Obsidian layers mixed with pumiceous tuff

fragments (pt). Yellow arrows around fragments indicate a

dextral sense of shearing. Sanidine phenocryst marked as a

white arrow at the center is slightly rotated. 



울릉도 곰바위용결응회암 내 흑요암의 산출특징과 성인 109

XRD분석 결과, 흑요암의 흑색 유리질 입자는 대부분

비정질로 되어 있으나 새니딘, 아노소클레이스, 투휘석,

흑운모, 자철석 등을 소량 포함하고 있다(Table 1, Fig. 5).

이 같은 결과는 현미경 관찰에서 나타난 광물조성과도

잘 일치한다. 특히 20-30 °2θ 부근에서 나타나는 높은

배경치는 흑요암의 유리질에 비정질이 상당히 포함되

어 있음을 지시한다. 점토광물과 같은 함수성 이차 변

질광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4.2. 흑요암의 미세조직

BSE(backscattered electron) 이미지상에서 관찰된

흑요암의 유리질 부분은 진주상 균열(pearlitic crack)이

특징적이며, 흔히 구상체의 덩어리가 군집한 형태로 관

찰된다(Fig. 6). 냉각균열은 원형의 큰 균열에서 가장자

리로 갈수록 여러 겹의 구상체 또는 렌즈상 균열로 갈

라지며, 여러 개의 균열이 접촉한 곳에서는 꼭지점을

공유하면서 서로 대칭적인 공액절리(conjugated joint)

양상이 관찰되기도 한다(Fig. 6b). 또한, 유리기질부에

서 균열의 중심부와 가장자리 간의 색 차이를 보인다

(Fig. 6c). 흑요암 기질부에는 μm 크기의 미세광물의

혼염이 흔하며, 이들은 일메나이트 계열의 티탄철석이

다. 미세결정은 구형의 입자로서 거의 등립질을 이루

며, 흑요암 유리 기질부에 산점상으로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Fig. 7). 

EPMA 정량분석결과(Table 2), 흑요암의 기질부에

대한 SiO2 함량은 65.43-66.35 wt.%, Na2O+K2O 함

량은 8.14-8.53 wt.%로 조면암질 특성을 보여준다. 석

영은 전혀 관찰되지 않는데, 이는 XRD분석 결과와도

잘 일치한다. 울릉도의 화산암은 높은 알칼리 함량을

보이며 대부분 K계열의 분화경향(K2O>Na2O)을 띠는

데(Song et al., 1999), 본 흑요암에서도 K2O 함량이

Na2O 함량보다 높게 나타나 일반적인 울릉도 화산암

류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Fe은 약 3 wt.% 내외로

포함되어 있다. EPMA X선 성분도에 따르면, 유리질

에는 Si, Al, Ti, Fe, Mg, K 성분이 균질하게 분포하

며, 함철광물과 티탄광물의 미세결정들이 광범위하게

Fig. 4. Photomicrographs of obsidian (sample G1-S6-2).

(a) Glass and minerals at low magnification under open

nicol. Scale bar is 2 mm. (b) Obsidian glass. Enlarged

image of the box marked as (b) in (a) under open nicol.

Scale bar is 500 µm. Bt: biotite, Gl: glass, Sa: sanidine.

Table 1. Mineral constituents (wt.%) of obsidian from Ulleung Island, calculated by XRD quantitative analysis 

Sample no. Glass Anorthoclase Sanidine Diopside Magnetite Biotite 

G3-S2-2 95.5 - - 2.9 1.6 -

G3-S3-2 87.6 6.9 - 2.9 1.6 1.1

C-1-2 69.5 - 26.1 2.3 0.9 1.1

G1-S1-2 65.2 20.5 10.7 1.7 1.7 0.3

G1-S2-2 66.5 20.0 10.4 2.1 1.0 -

G1-S4-2 91.2 1.2 1.7 2.9 2.1 0.9

G1-S5-2 59.8 26.7 11.6 1.9 - -

G1-S6-2 27.3 42.8 25.9 1.7 2.0 0.3

G1-S8-2 29.0 33.1 36.4 - 1.5 -

G1-S9-2 22.5 38.4 35.7 1.2 1.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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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XRD diffraction patterns of representative obsidian samples from the Gombawi welded tuff. Obsidian consists of

glass and some mineral species. The broadening in the range of 20-30 °2θ is originated from amorphous matrix (glass). An:

anorthoclase, Bt: biotite. Di: diopside, Gl: glass, Sa: sanidine. 

Fig. 6. BSE images of obsidian (sample G1-S4-2). (a) Obsidian glass, sanidine, and anorthoclase aggregates typical of rock

fragment. (b) An enlarged image of the box area in (a) showing orbicular or perlitic cracks in glass. Note decomposition of

anorthoclase laths (arrowed area). (c) Orbicular and globular cracks typical of amorphous glass surrounded by large crack

domains. Chemical differences are seen in cores (bright grey) and rinds (dark grey) in obsidian glass, as evidenced by BSE

contrast. (d) Subround cracks in glass. An: anorthoclase, Di: diopside, Gl: glass, Sa: san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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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하고 있다(Fig. 7c). 

SEM 분석에서 흑요암의 파단면은 유리질 특유의 매

끄러운 패각상을 보이며, 일부 시료는 용해공동이 발

달하기도 한다(Fig. 8a). EDS 분석에 의하면 유리질

부분은 Si, Al, Ti, Fe, Na, K가 확인되며, 이들 구성

비는 EPMA 분석치와도 잘 일치한다. 일메나이트는

자형의 포유물로 존재하며, 유리질의 기질이 이를 둘

러싸는 양상을 보인다(Fig. 8b)

4.3. 흑요암의 적외선분광학적 특성

실리카와 관련된 수산기의 진동특성을 살펴보면, 강하

게 결합된 OH 수산기는 3580-3620 cm-1, 그리고 흡착

수는 3400-3500 cm-1에서 비대칭 신축진동(stretching

vibration, ν 1)이 나타난다. 이는 실리카 표면에 흡착된

물 분자나 실라놀(silanol, Si-OH)의 O-H 신축진동에

의한 것이다. 1610-1630 cm-1에서는 물 분자의 자유수

(free water)의 H-O-H에 의해서 굽힘 진동(bending

vibration, ν 2)이 나타나는데, 이는 실리카의 기질에 포

Fig. 7. BSE images and X-ray element maps of obsidian (sample C1-2). (a) Sanidine (dark grey lath) and glass (grey area)

with typical perlitic cracks. Black area is due to cavity derived from a sample loss during polishing preparation. (b) An

enlarged image of a box inserted in (a). Note microcrystalline Fe-Ti oxides are included in glass. (C) X-ray element maps

showing element distribution in glass. Mg, Fe, K, Ti, Al, and Si in a clockwise direction.

Table 2. Major element compositions (wt.%) of obsidian

glass (sample C-1-2), obtained using EPMA. Fe assumed

as ferrous

1 2 3 4 5

SiO2 65.43 65.55 65.67 65.49 66.35

TiO2 0.57 0.54 0.62 0.50 0.50

Al2O3 19.21 19.17 19.44 19.33 19.14

FeO 3.19 3.28 2.97 3.50 3.27

MnO 0.21 0.17 0.20 0.22 0.19

MgO 0.38 0.36 0.39 0.42 0.43

CaO 1.20 1.18 1.08 1.23 1.20

Na2O 3.30 3.44 3.74 3.31 3.60

K2O 5.16 5.06 4.79 4.83 4.86

P2O5 0.10 0.09 0.09 0.06 0.05

Cr2O3 - - 0.03 - -

Total 98.75 98.84 99.02 98.89 99.59



112 임지현 · 추창오

획된 물 분자나 실리카의 균열에 포획된 물 분자의 굽

힘진동에 의한 것이다(Aines and Rossman, 1984).

한편, 1080 cm-1에서는 Si-O 신축진동, 900-1100 cm-1

의 흡수 띠는 Si-O-Si의 비대칭 신축진동인데, 이는 유

리질의 SiO4 사면체의 결합에 기인한다(Frondel, 1982;

Madejova and Komadel, 2001).

본 흑요암에서는 흡착수에 의한 물 분자의 진동 흡

수 띠를 잘 보여준다(Fig. 9). C-1-2, G1-S1-2, G1-

S2-2, G1-S4-2, 그리고 G1-S6-2에서는 2800 cm-1 부

근에서 작은 흡수 띠가 나타나는데, 이는 수소 결합된

(Si)O-H 그룹의 신축모드로서, 물이 다소 함유된 유리

질의 고유한 특징이다(Davis and Tomozawa, 1996;

Efimov and Pogareva, 2006). 1020 cm-1에서는 규산

염의 대표적인 Si-O 흡수 띠가 크게 나타나며, 일부

시료에서는 높은 파수 쪽으로 비대칭 어깨(shoulder)나

피크의 분리현상이 관찰된다. 이들은 실리카 유리질 및

장석과 같은 규산염광물에서의 Si-O 결합에 의한 흡수

띠가 중첩되기 때문인데, 비정질의 함량이 낮을수록 이

러한 중첩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흑요암에는 미세결

정 또는 장석류의 반정이 흔히 포함되므로 1000 cm-1

이하에서는 Si-O 결합에 의한 흡수 띠가 나타난다. 본

흑요암에서는 XRD 분석상 비정질의 함량이 높은 시

료에서 흑요암 고유의 실리카 특성이 강하며, 장석류

가 많이 함유될수록 800-500 cm-1 범위에서 Si-O, Al-

O 결합에 의한 흡수 띠가 복잡하게 나타난다. 한편,

FT-IR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석영에 의한 흡수 띠는 확

인되지 않으므로 흑요암에는 석영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해석된다. 이는 현미경관찰과 XRD, SEM 분석에

서 석영이 검출되지 않는 사실과도 잘 일치한다. 

5. 토 의 

5.1. 흑요암의 수화변질

화산암의 유리질 암석이나 유문암질 흑요암 중에서

Fig. 9. FT-IR spectra of obsidians from Ulleung Island.

Typical OH stretching vibration in water are seen at

3420 cm-1 and OH bending vibration at 1600 cm-1. Si-O

bands are in 1020 cm-1. No split is found in glass-rich

samples such as G3-S2-2. Some show split due to a

mixture effect of feldspars.

Fig. 8. SEM microphotographs of representative obsidians.

(a) Sample C1-2 shows typical conchoidal fractures with

small dissolution cavities. (b) Euhedral ilmenite (Il) in

glass (sample G1-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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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함량은 화산폭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유

리질 암석의 조성과 형성특성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Westrich et al., 1988; Castro, et al., 2005). 흑요

암이 습윤한 대기 또는 물과 접촉하게 되면 흑요암 표

면에서는 점차 수화반응이 일어난다. 수화정도는 수화

반응 속도와 시간, 또는 흑요암이 산출하는 층준에 따라

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Stevenson et al.,

1993), 흑요암이 심하게 수화변질되면 결국에는 진주암

으로 전이된다(Heide and Heide, 2011). 

본 흑요암의 EPMA 정량분석에 의하면 미분석된 성

분의 총합계는 1 wt.% 내외인데, 분석항목에서 제외된

미량성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수치를 수분함량으로 볼

수 있다. 화산성 유리질 암석의 수분함량은 암종마다

다양하다. 수분함량은 흑요암에서 0.1-1.0 wt.% 범위로

소량이며, 진주암(perlite)에는 3-5 wt.%, 송지암

(pitchstone)에서는 4-10 wt.%로 함유된다(Jambon et

al., 1992; Tazaki et al., 1992; Clay et al., 2012;

Cabrera et al., 2015). 흑요암 내 수분함량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며, 미국 California의 Olancha의 흑요암에

서는 0.92 wt.%까지 나타난 바 있다(Friedman and

Smith, 1958). 신선한 흑요암에서 수분함량이 1 wt.%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Heide and Heide, 2011).

본 흑요암의 유리질은 화학조성이 균질하지 않는데,

특히 외곽부에서 수화된 껍질(rind)이 발달한다(Fig. 6).

이 같은 수화변질에 의한 유리질의 조성변화는 흑요암

외에 진주암에서도 흔히 발달한다(Lipman, 1965;

Noble, 1965, 1967; Lipman et al., 1969). 흑요암의

중심부는 비교적 균질한 화학조성을 나타내는 반면에

가장자리로 가면서 화학조성 변화가 현저하다. 특히 흑

요암 가장자리에서 상대적으로 Na 함량이 높고, 중심

부에서 K가 높은 것은 이온교환 반응과 관련된 흑요

암의 독특한 수화변질 작용을 지시한다. 흑요암의 이

같은 수화변질은 수소이온의 흡착, 알칼리이온의 이온

교환반응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물의 흡착, 흑요암

조직의 파괴, 이온교환 등이 수화변질 작용에 복합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외에 습도, 온도, 흑요

암의 비표면적 등도 중요한 영향인자이다(Petit et al.,

1990; Mungall and Martin, 1994). 

흑요암이 물과 접촉하면 물은 흑요암의 표면에서부

터 중심부로 침투하게 되는데, 특히 냉각균열이나 경

계부를 따라 물의 침투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

러므로 흑요암에 발달한 무수한 냉각균열은 물분자가

흑요암과 접촉하는 통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본 흑요암의 수화변질 작용은 Na, K 같은 알칼리

이온의 교환반응이 수반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수

화변질작용이 균열을 따라 진행될수록 이온교환 반응

은 쉽게 일어나게 되고, 점차 유리질은 약해지고 분해

된다(Jezek and Noble, 1978). 즉 수화된 껍질이 발

달한 수화층(hydration layer)이 형성되게 되면, 양이온

과 수소이온 간 이온교환 반응이 점차 활발해진다. 대

부분의 흑요암 수화껍질의 두께는 1만년에 평균

100 μm의 속도로 형성되는데(Freidman and Long,

1984), 본 흑요암에서의 수화껍질 두께는 이보다 훨씬

얇은 것이 특징이다. 유리질 암석이 수화, 변질작용을

심하게 받는 경우 점토광물과 같은 함수규산염광물이

생성되기 쉽지만 본 흑요암에서는 이러한 변질광물들

은 관찰되지 않았다. FT-IR 분석 결과 점토광물 구조

수의 존재를 지시하는 흡수 띠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물 분자의 수산기는 흑요암 유리질의 특징적인 냉각균

열의 틈새에 흡착되어 있는 물의 수산기인 것으로 해

석된다. 또한 XRD분석 결과에서도 점토광물의 회절선

은 나타나지 않는다. 

본 흑요암에서는 점토광물과 같은 함수성 이차변질 광

물이 생성되지 않았으며, 독특한 수화변질 조직을 고려

할 때, 수화작용은 비교적 약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5.2. 흑요암의 생성환경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높은 유문암질 마그마의 분출

이후, 화산분출 후기 단계에서는 점성이 낮은 상태로

용암이 화도를 넘쳐흐르게 되는데, 고순도의 균질한 흑

요암은 차가운 지표 아래에서 잘 생성된다(Fink, 1983).

그 외에도, 이그님브라이트(ignimbrite)가 고온에서 용

결되고 유리질 전이온도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게 되

면 피아메가 쉽게 형성되며, 심한 용결작용이 일어날

경우에는 국부적으로 흑요암이 형성된다. 흔히 용결작

용은 화쇄류의 퇴적직후나 퇴적동안 집중적으로 일어

난다(Wolf and Wright, 1981; Branney and Kokelaar,

1992).

본 용결응회암 일부 하부구간에서는 짐하중 구조가

관찰되며, 정치 후에도 유동성(rheology)을 보이는 구

조가 나타난다(Fig. 2f, Fig. 3b). 흑요암에는 띠가 반

복되거나, 동시성 변형 또는 흐름구조가 흔히 관찰된

다. 이는 경사면에 놓인 화쇄퇴적물이 고온에서 점성

을 지닌 채 경사면을 따라 점진적으로 유동한 결과로

보인다. 본 용결응회암에서 발달하는 흐름조직과 파리

반암, 또는 흑요암은 용결응회암이 유동하는 동안 형

성된 피아메 조직과 관련성이 깊다. 짐응력이 집중되어

용결작용이 심한 경우, 화쇄퇴적물은 유체로서 용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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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유동하게 된다(Wolf and Wright, 1981; Freundt

et al., 2000). 곰바위용결응회암과 같은 역-화산재 흐름

퇴적상은 용암 돔의 붕괴로 야기된 사태에 의한 중력

밀도류의 형태로서, 좁은 저지대나 계곡부를 따라 퇴

적된다(Freundt et al., 2000). 이후에 다짐작용과 용

결작용이 일어나면 화쇄퇴적물의 공극감소, 치밀한 조

직형성, 부석질 파편의 구형도 변화, 피아메의 형성 등이

뒤따르며(Michol et al., 2008; Heap et al., 2014),

유리질 전이온도 이상이 되면 그 일부는 용융되고 화

산퇴적물은 흐름특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후 빠른 냉

각작용이 일어나면 흑요암이 생성될 수 있다.

특히 유리질의 전이온도 이상이 되면 용결작용이 활

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중성 내지 산성 화산암 기원

의 부석질이 풍부한 화쇄류에서 흔하다(Guest and

Rogers, 1967; Grunder and Russel, 2005; Wright

and Cashman, 2013). 본 흑요암에서 새니딘의 가장자

리가 용식되거나 변질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새니딘의 용융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용결되어 유리

질로 전이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자형의 일메나이

트를 유리질이 둘러싸는 구조(Fig. 8b)는 용융온도가

낮은 실리카를 중심으로 선택적인 용해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비숍(Bishop)응회암의 용결작용은

790oC(Hildreth, 1979), Canary 제도의 Las Canadas

응회암의 용결작용은 740oC(Soriano et al., 2002)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본 연구지역에서 흑요암은 일부가 파쇄되어 유리쇄

설암을 생성하거나 심한 파쇄화작용을 겪었는데, 이는

흑요암이 차가운 지표면이나 물과 접촉한 증거이다. 흑

요암은 응회암의 용결작용에 의해 유리질로 전이된 후,

급격한 냉각작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

상은 차가운 지면과 접하는 용암류의 급랭파쇄작용

(quench fragmentation)에 의한 유리쇄설성 각력암

(hyaloclastic breccia)과 외관상 유사하다. 곰바위용결응

회암에서 산출하는 흑요암의 성인은 복합적이며, 현재

연구로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흑

요암에서 발달하는 조직의 불균질성은 용암의 기공률,

수분함량, 미세결정함량, 점성등과 같은 유성학적 특성

변화로 나타난다(Shields et al., 2016). 

요약하면, 연구지역 내 곰바위용결응회암의 발달특

징은 역-화산재 흐름 퇴적상에 해당되며, 용결작용이

현저하다. 이는 용암돔이나 칼데라의 붕괴로 인한 화

산퇴적물이 계곡부에 퇴적되었으며, 이후 용결작용을

겪으면서 흑요암이 생성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추후 연구에서 흑요암의 실리카 자체의 무질서-질서

도의 특성연구, 흑요암 내 물의 기원, 포유물의 특성

연구가 보완된다면 흑요암의 성인을 보다 명확하게 설

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결 론

곰바위용결응회암은 분급이 불량한 각력과 응회질이

혼재하는 역-화산재 퇴적상이 특징적이며, 흑요암은 적

갈색의 응회암층이 발달하는 하위구간에서 국부적으로

산출된다. 흑요암은 다양한 조직과 함께 주로 흑색 유

리질로 구성되며 알칼리장석 반정 및 적색응회암, 조

면암, 현무암의 암편이 일부 혼재한다. 흑요암은 파동

형, 렌즈상의 덩어리로 산출하거나, 파쇄된 흑요암 입

자들이 얇은 층리를 보인다. 흑요암의 냉각균열은 진

주상 균열이 특징적이며 둥근 또는 구형 균열이 중첩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흑요암이 빠르게 냉각하

여 비정질 상태임을 지시한다. 흑요암의 기질부에는 자

형의 알칼리장석 반정 외에도, 투휘석, 흑운모, 티탄철

석, 자철석 등이 포획되어 있다. 수화작용은 냉각균열

의 가장자리에서 발달한다. 괴상의 각력질 응회암에서

다양한 조직을 보여주는 본 흑요암은 용암돔 또는 칼

데라 붕괴와 관련된 사태로 인해 뜨거운 각력과 화산

재가 계곡부에 급격히 퇴적된 후, 급랭하면서 국부적

으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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