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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산위험지도 작성은 1960년대 과학 탐구의 초점이 되었다. Dwight Crandell과 Don Mullineau는 ‘과

거는 미래의 열쇠이다’라는 관점으로 재해위험 매핑에 대한 지질학적 접근 방법을 개척했다. 세인트 헬렌즈

산의 위험도 평가와 가까운 미래의 분출 예측에 대한 1978년 발간물, 그리고 1980년 대규모 분화로 화산위

험 평가의 유용성이 입증되었고 화산 과학의 이 영역에서 거대한 성장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의 위험한 지

역을 식별하기 위해 위험지역 이해 프로세스의 수치 모델을 개발하고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후반부

터 확산되었다. 수치모의 모델 산출물은 화산의 지질학적 지식에 의해 강조될 때 가장 유용하고 정확하다. 화

산위험지도는 장기간의 무조건적인 화산 재해 위험을 묘사하는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가진 모든 지역을 보

여주는지, 화산이 불안정 또는 분화 위기 시에 개발되어 현재의 감시, 관찰 및 예보 정보를 고려한 지도로 크

게 분류할 수 있다.

핵심어: 화산위험지도, 화산재해도 역사, 화산재해, 감시, 예측

Abstract: Volcano hazard mapping became a focus of scientific inquiry in the 1960s. Dwight Crandell and

Don Mullineaux pioneered the geologic history approach with the concept of the past is the key to the

future, to hazard mapping. The 1978 publication of the Mount St. Helens hazards assessment and forecast

of an eruption in the near future, followed by the large eruption in 1980 demonstrated the utility of

volcano hazards assessments and triggered huge growth in this area of volcano science. Numerical models

of hazardous processes began to be developed and used for identifying hazardous areas in 1980s and have

proliferated since the late 1990s. Model outputs are most useful and accurate when they are constrained

by geological knowledge of the volcano. Volcanic Hazard maps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those that

portray long-term unconditional volcanic hazards-maps showing all areas with some degree of hazard and

those that are developed during an unrest or eruption crisis and take into account current monitoring,

observation, and forecast information. 

Keywords: Volcano hazard map, History of volcano hazards map, Volcanic hazards, Monitoring, forecast

서 언

대규모 자연활동의 발생과 진행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다. 따라서 인간의 능력으로

는 지진, 태풍, 화산활동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하여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

므로 이와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최

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주

거 건물 및 방호시설물을 완벽하게 만들거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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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방법 등

이 있다. 만약 대피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과연 어디

까지가 위험지역이며 어디부터 안전한 지역인지를 파

악하여 그 이동 거리 및 소요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재해위험지도가 유용하

게 쓰일 수 있다.

재해위험지도(Hazard map)는 자연재해 등 특정한

위험 요소에 대하여 그 발생 확률을 기반으로 하여

위험지역을 표시한 지도이다. 일반적으로 지진, 화산,

산사태, 홍수 및 쓰나미(지진해일)와 같은 자연 재해

에 대비하여 그 영향 범위를 표시하고, 이를 바탕으

로 재해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의 대피 경로를 표기

하기도 한다. 이를 통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저감하는데 활용된다.

화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산재해의 경우를 살펴

보면, 화쇄류, 라하르, 용암류와 같은 근접화산재해는

주로 화산의 분화구를 중심으로 발생하여 주로 계곡

또는 경사 방향으로 확산되어 주로 화산체 및 그 인

근이나 하천을 따라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며, 강하화

산재의 경우에는 분화의 규모 및 기상조건에 따라 때

로는 수백 km 떨어진 곳까지 도달하기도 한다. 분화

규모가 아주 큰 경우에는 화산재가 성층권에 도달하

여 머물면서 태양광선을 차단하여 전지구적으로 영향

을 주는 경우도 발생한다.

본 자료는 2017년 국제화산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Volcanology and Chemistry of the

Earth's Interior; IAVCEI 2017) 학술대회에서 USGS

캐스케이드화산관측소(Cascades Volcano Observatory;

CVO)의 Dr. John. W. Ewert의 특강 내용을 참고하

였으며, Dr. John. W. Ewert의 동의를 얻어 한글로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화산학과 화산재해도의 발전

1902년 서인도제도 마르티니크 섬의 쁘레(Pelee)의

화쇄류, 세인트 빈센트(St. Vincent)의 수프리에르(La

Soufriere) 및 과테말라의 산타 마리아(Santa Maria)

의 분화와 1919년 인도네시아 켈루트(Kelut)의 분화

에 의해 발생한 라하르와 같은 끔찍한 재앙을 계기로

화산학은 20세기 초에 현대과학으로 정립되었다.

초기의 화산학 연구들은 화산 분화 예측 기술의 개

발을 위하여 화산에 관측소를 세우고 화산에 대한 체

계적인 감시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것에 전념하였다.

또한 세계 각지의 활화산에 대하여 그 위험 정도를

식별하고 목록을 제작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시작되

었다.

최초의 화산재해도

1919년 켈루트 화산의 폭발성 분화 이후, 인도네시

아 화산조사국(Volcanological Survey of Indonesia)

은 자주 활동하는 화산에 대한 최초의 재해도를 준비

하였으나 화산재해도는 인쇄물로 배포되지는 않았다.

재해구역(hazard zone)은 당시까지 관측된 역사적 분

화의 특성과 규모, 그리고 그 분화에 의해 영향을 받

은 영역에 대한 지형과 지질탐사에 기초하여 제작되

었다.

국제적인 인식

1922년, 국제측지학 및 지구물리학 연맹

(International Union of Geodesy and Geophysics;

IUGG)은 세계 활화산 카탈로그(Catalog of Active

Volcanoes of the World; CAVW)를 만들기로 결의

하였다. 그러나 첫 부분은 1951년까지 출판되지 않았

다.

1959년, 국제화산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Volcanology; IAV)는 파리에서 3일간의 회의를 가지

고 화산에 대한 적절한 감시, 화산분화에 의해 위협

받는 생명과 재산의 보호, 지열 에너지의 활용에 대

해 논의하였다. 1959년 회의의 권고 사항은 화산관측

소에서 활화산을 지속적(영구적)으로 관찰하고, 분화

예측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모든 다양한 가능성을 고

려하여 화산 부근의 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부에 통보

하고 위험지도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IAV에 의하여

일본화산학회는 1996년까지 화산분화에 관한 회보를

출판하였다.

1951년부터 1975년까지의 세계 활화산 카탈로그가

714개의 화산에 대한 목록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 스미소니언 연구소는 화산활동에 대

한 보고를 취합하여 세계의 화산에 대한 데이터베이

스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Global Volcanism Program은 현세(Holocene)에 발생

한 화산활동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1,500여 개

이상의 화산 목록을 관리하고 있다.

1956년 10월의 소규모 분화 이후 프랑스령 서인도

제도의 과달루페(Guadeloupe) 지방정부는 Barrabe 교

수에게 화쇄류의 영향 범위를 보여주는 지도(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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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작성할 것을 의뢰하였다. 이 시기는 1902년 펠레

산의 분화로 인하여 마르티니크 섬의 생 피에르 시가

철저히 파괴된 사건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되던 시절

이었다.

1960년대에, 킬라우에아에서 발생한 용암류에 의한

카푸호(Kapoho) 마을의 파괴 이후, G.A. Macdonald

는 하와이 거래개선협회(Hawaii Better Business

Bureau)에 “킬라우에아 동쪽 열곡대(east rift zone)를

따라 흐르는 용암류의 위험도 평가”를 준비하도록 요

구하였다.

그러나 화산재해의 식별과 예측은 1960년대까지 주

요 과학탐구 대상이 아니었다. 초기의 재해 예측은

종종 지방정부나 대규모의 공학적 관심사에 의해 이

루어졌다. 최초의 지역적 화산재해도의 작성은

Markhinin et al.(1962)이 발표한 “캄차카 및 쿠릴

열도의 화산-지질학적 지역구분”(Fig. 2)이다.

이것은 1959년 파리에서 열린 IAV 회의의 결과물

이다. 재해지역의 구분은 지형학, 알려진 구조, 그리

고 그 특징과 주기에 대한 정보가 있는 역사시대 분

화기록을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하였다. 활화산들의 목

록은 불완전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재해

에 대한 권고들은 특정 화산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위

험의 예측에 도움이 되었다.

초기 화산 위험성 평가는 화산지대 지질도 작성과
14C 연대측정을 사용하여 분화 이력을 파악하고 이어

질 분화의 확률을 추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뉴질

랜드 오클랜드지역의 250 제곱마일의 가장 젊은 현

무암 화산지대의 연대가 14C 연대측정 결과로 밝혀졌

다(Searle, 1964). 동시에 밀집된 인구와 대규모의 자

본 투자로 인하여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졌다. 불완전

한 연대 측정에 기초하여 연간 분출 확률은 0.02로

추정되었다. 화구에 대한 시간이나 지리적 위치, 분화

방식에 대한 특징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전체 화산

지대에 대하여 특정 지점에서 분화가 발생할 확률은

동일하다고 평가하였다. 모든 화구는 단성화산체

(monogenetic)인 것으로 보인다. 저지대 지역은 보다

더 폭발적인(수증기마그마성) 특성을 보인다. 이 지역

의 전체 분화 확률은 1:10,000로 결정되었다.

USGS의 화산재해도

1967년 USGS는 최초의 화산 재해 예측 계획을

세웠다. 미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레이니어 산(Mt.

Rainier)에 대한 화산 재해도 작성은 원래 지질공학의

한 부분으로 특수시설의 계획 및 부지 선정에 초점을

Fig. 1. Hazard map of the pyroclastic flow at Soufriere volcano (Barrabe,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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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춘 것이었다. 

레이니어 산의 분화 예측은 레이니어 산의 현세 분

화이력과 국립공원과 그 일대에 남아있는 식별 가능

한 퇴적물들의 변천에 대한 묘사에 대한 초안이었으

며, “화산재해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Crandell and

Mullineaux(1967)이 제작한 지도(Fig. 3)는 레이니어

국립공원에 남은 가장 큰 규모의, 그리고 가장 최근

의 라하르의 범위를 보여준다. 1967-1968년에 필리핀

화산위원회(Philippine Commission on Volcanology;

COMVOL, 1967)는 Mayon 화산의 불안정 및 분화

에 대비하여 정상을 중심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하였다.

반경 6 km는 영구위험구역(Permanent Danger Zone)

으로 구분된다.

1969년 Crandell과 Mullineaux는 캐스케이드 산맥

전체로 확대된 USGS의 새 프로젝트인 “Lassen

Peak와 Mt. Shasta의 화산 재해”를 성공적으로 제시

하였다. 1973년의 레이니어산에 대한 재해도(Crandell,

1973)에는 알려진 최대 규모의 라하르, 가장 최근의

라하르 및 재해 예측에 필수적인 2.5 cm 두께의 화산

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Fig. 4). 재해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층서학, 연대학 화산물리학 및 퇴적

물의 지리적 범위 등이 사용되었다. 

화산재해도에서 위험확률은 높음(high risk), 중간

(moderate risk), 낮음(low risk)으로 나누어진다. 이

재해도(Fig. 5)는 1973년 이후 USGS에서 발간하는

모든 화산 재해도의 기본이 되었다. 

1975년에는 하와이와 오아후(Crandell, 1975), 그리

고 마운트 베이거(Mt. Baker)와 코토팍시(Cotopaxi)에

Fig. 2. Volcano-geographic zoning of Kamchatka and the Kuril Islands (Markhinin et al.,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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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cation of Mount Rainier with respect to the Cascade Range and Puget Sound lowland of western
Washington. The distribution of the 5,000-year-old Osceola Mudflow is shown by a pattern of large dots; that of
the 500-year-old Electron Mudflow, by small dots. Many hills of glacial deposits and bedrock surrounded by the
Osceola Mudflow are not shown (Crandell and Mullineaux, 1967).

Fig. 4. Hazard map showing extent of lava flows erupted by Mount Rainier, Osceola and Electron mudflows and
tephra deposits (Crandell,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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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화산재해도가 완성되었다. 미국 북서부 캐스케

이드 산맥에서의 화산재해 평가 기법과 이론적 해석

이 발간되었다. 화산재해 예측에 대한 지질학적인 접

근은 Environmental Geology 창간호에 실린 Crandell

and Mullineaux(1975)의 논문에 기술되어 있다.

위험평가는 다음 사항 즉 첫째, 예상되는 분화의

종류에 대한 예측, 둘째, 재해의 종류에 대한 예측,

셋째, 재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

등을 포함한다. 또한, 상호 연관된 네 가지의 연구,

즉 유전학, 층서학, 지질연대학 그리고. 지도학의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Crandell and Mullineaux(1975)의 화산재해도 작성

은 근본적으로 휴지기의 캐스케이드 화산의 분화이력

및 지표면지질학의 지질학적 연구로부터 시작한 것이

다. 그들의 연구는 USGS의 공학부서들 중 화산물리

학적 연구에 초점을 맞춘 지구물리학 및 지화학 그룹

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도출되었다. 그들의 연구 목적

은 화산 인근의 장기 토지 이용 계획을 돕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지질 정보는 화산이 최근에 어떤 거동을 보였는지

(점진적인 경향 또는 주기성), 그리고 영향을 받은 지

역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들 화산 재해위험지도는 과거에 발생한 분화

거동의 범위 전체를 포괄하며 또한 미래에 발생할 분

화의 영향 범위 전체를 보여준다. 발표된 대부분의

화산재해위험지도는 일반적인 재해위험지도이다. 초

기에는 화산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재해위험도는

모니터링 데이터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예보를 위한

상황을 제공할 것이며, 그리고 현재 및 예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특정조건하의 위험 평가 및 재해도가

개발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탈리아와 인도네시아의 화산재해도

1976년에,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지구역학 계

획’이 착수되었고 이탈리아 주요 활화산의 화산재해

의 예측을 목적으로 한 학제적 연구에 대한 자금이

지원되었다. Pinna and Scandone에 의한 용암류 및

측면 개방 분화구로 인한 화산의 위험지도(Fig. 6)는

1631년 이래로 베수비우스 화산에서 발생한 54개의

용암류 경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였다. 이것은

위험지역의 구성에 대한 공식적인 조건부 확률을 최

초로 사용한 것이다.

Fig. 5. Potential hazards from future eruptions of Mount Rainier, Washington (Crandell, 1973), (H; high risk hazard
zone, M; moderate risk hazard zone, L; low risk hazar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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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부터 1991년 사이에 발생한 몇몇 주요 사건

들은 화산재해위험지도 및 예측의 중요성과 함께 화

산위기의 관리를 위한 화산학자들의 역할 변화를 강

조했다. 1975년 마운트 세인트 헬렌즈에 대한 20세기

말 이전 분화 가능성에 대한 과학기사는 지질학적 분

석에 기초하였으며 실제 1980년 5월 18일 폭발적인

분화가 발생하였다. 1976년 과달루페의 소프리에르

화산이 분화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쁘레식 화쇄류에

대해서만 작성된 재해위험지도가 작성되었다. 1978년

인도네시아 지질조사소는 자바섬에서 가장 위험한 활

화산으로 인지된 므라피(Merapi) 화산에 대한 지질재

해 위험도를 작성하였다(Pardyanto et al., 1978). 통

제구역은 화쇄류와 화쇄서지(surge)의 영향을 받는 지

역을 포함한다. 최대 범위는 약 13 km이며, 이는

1930년 분화 시 발생한 화쇄류의 최대 도달 거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지도에서는 절대출입금지 구

역(forbidden zone), 1차 위험지역(first danger zone)

및 2차 위험지역(second danger zone)으로 구분하였

다(Fig. 7). 1979년에는 이와 비슷한 6개의 지도가

발간되었으며, 그 후 재해지역을 2개의 구역으로 나

눈 1:250,000 축척의 59개 지도가 발간되었다.

화산재해도의 개선

1978년 St. Helens에 대한 재해위험지도 및 평가가

출판되었다(Crandell and Mullineaux, 1978). 이것은

분화에 임박한 화산의 불안정(unrest)이 발생하기 전

에 만들어진 재해위험지도이다. 1980년 St. Helens의

극적인 폭발성 분화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Fig. 6. Map of volcanic risk from lava flows and opening vents at the Vesuvius, Italy (Pinna, E. and Scandone, R.
unpu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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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어지는 활동을 위해 개선된 장기간의 개선된 지

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1985년 Nevado del Ruiz 화산의 분화로 발생한

라하르에 대하여 분화 사건 이후에 뒤늦게도 정교화

되지 않은 위험지도가 발간되었으며, 1991년 필리핀

Pinatubo 분화시에는 역사시대 이전 분화의 퇴적물만

을 근거로 만들어진 단순한 위험지도가 제작되었었다.

1976년 과달루페 소프리에르(서인도제도) 화산에 대

한 위험지도가 제작되었으며, 1981년 시나리오 기반

재해 예측과 수증기 분화와 마그마성 분화와의 비율

에 따른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1976년

소프리에르의 분화 위기에 대한 대응은 여러 가지 이

유로 문제가 되었고, 이때 화산학 관련 단체로부터

많은 자문이 나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1) 화산 분화

의 기록이 잘 밝혀지지 않았다. 2) 쁘레식 화쇄류 이

외의 재해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위험지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10년 동안

카리브해 연안의 화산에 대한 분화 이력을 밝히고 재

해위험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협력이 수행되었다. 1979

년 IUGG에 1970년대의 화산학에 대한 리뷰를 작성

한 Tom Simkin은 미국과 카리브 해의 화산재해예측

의 정도가 증가한 것을 주목하였고, 이에 다음과 같

이 서술하였다. “화산은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적 행동

을 보여주며 위기상황은 일반적으로 위기라는 분위기

가 일어나기 오래 전에 만들어진 냉정한 위험 평가의

가치를 강조한다.” 위기상황에서는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냉정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위험 평가를 적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1980년 St. Helens의 폭발성 분화가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화산재해도의 효용성이 명백히 드러났다.

1980년 4월 1일 이후 사용 한 St. Helens의 화산재

해도는 1978년에 발표된 장기 위험성 평과와는 달리,

단지 화쇄류(Pyroclastic Density Current)와 라하르의

위험에만 초점을 맞추고, 제한구역 및 도로 차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확률을 ‘소규모, 중규

모 및 대규모’로 처리하고 있다. ‘대규모’는 지질도에

서 추론된 St. Helens의 알려진 가장 큰 분화를 기준

으로 하였다. 암설사태의 위험도는 1979년 지도에 포

함되지 않았지만, 화산의 북쪽 사면이 팽창하면서 이

지도에 포함되었다. 1980년대 초반 St. Helens의 분

화 경험 이후, 화산학자들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점차적으로 위험지도를 발간하였다.

1981년 프랑스령 서인도제도 과달루페의 수프리에

르 화산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기반 재해 예측이 실시

되었다. 발생 가능한 분화를 수증기 분화와 마그마

분화로 구분하여 각각 위험지도를 작성하였다

(Westercamp, 1981).

수증기 분화(Fig. 8)에서 (A)는 가장 위험한 구역을

지시한다. 1은 화구에서 튀어나오는 큰 암편 쇄설물

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 2는 화산재가 쌓

일 수 있는 지역이다. 탁월풍의 방향 때문에 X지역보

다 Y지역이 영향을 받기 쉽다. 3은 화산체 일부의

붕괴에 의하여 라하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곡

바닥이다. (B)는 중간 정도의 위험 구역을 가리키며,

이 구역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구역 A의 10~20

퍼센트 정도로 추산된다. (C)는 화산 정상부 전체 또

는 일부가 붕괴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상황은 3,100 여 년 전

에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마그마성 분화(Fig. 9)에서 (A)는 매우 심각하고 매

우 위험한 구역을 가리킨다. 분화가 시작될 때 위험

Fig. 7. Merapi hazard map (Pardyanto et al., 1978).
Yellow: Forbidden zone, Blue: First danger zone, Red:
Second danger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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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곳이다. 1은 소규모 화쇄류와 그에 수반한 화

쇄난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2는 화산체 일부의

붕괴, 강하화산재층에 강우가 발생할 경우, 뜨거운 화

쇄류 퇴적층의 재 퇴적에 의해 발생 가능한 라하르의

영향을 받는 계곡 바닥이다. (B)는 강하화산재에 의

해 경미하지만 위험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나타낸다.

(C)는 심각하지만 A구역보다는 덜 위험한, 대규모의

화쇄류와 그에 수반한 화쇄난류, 그리고 화쇄류와 화

산재 퇴적층에 강우가 발생할 경우 형성되는 라하르

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Crandell et al.(1984)은 화산위험지역의 설정에 대

한 자료집(유네스코)을 냈고 곧이어 Tomblin(1985,

1988)은 화산위기관리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1980년

뉴질랜드 국립화산재해 민방위계획위원회가 St.

Helens의 분화 5개월 이후 개설되었다. Neall(1982)은

뉴질랜드 Egnont산의 화산재해도를 발간하였다(Neall,

1982). Lowenstein(1982)은 파푸아 뉴기니의 화산재

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발표하였다. Newhall(1982)

은 St. Helens의 확률론적 재해도를 분석하여 발간하

였다.

1985년 콜롬비아 네바도 델 루이스(Nevado del

Ruiz)의 1년에 가까운 불안정 상태가 유지된 이후 파

국적 분화 이후 Crandell et al.(1984)가 묘사한 방법

에 따라 화산재해도를 작성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위험지도의 형식은 Miller et al.(1978)이 Ecuador

Cotopaxi에 대해 사용했던 것을 기초로 하였다. 지도

Fig. 8. Zonation map of Soufriere de Guadeloupe, showing areas of potential hazard from future phreatic eruptions
(Westercamp, 1981). (A) indicates zones of greatest hazard: 1, areas that could be affected by blocks thrown from
the crater on ballistic trajectories; 2, areas that could be affected by deposits of airfall ash; because of prevailing
wind directions, area Y is more likely to be affected than area X; 3, valley floors that could be affected by lahars
caused by collapse of part of the volcano. (B) indicates zones of intermediate hazard-the likelihood of this zone
being affected is estimated to be l0~20% as great as zone A. (C) indicates zones that could be seriously affected
if all or part of the summit of the volcano were to collapse-an event like this may have occurred 3,100 years ago
and is possibl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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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사기록, 작성된 지질도, 층서학적 연구, 유사한

화산에서의 비슷한 사건에 기반하여 1985년 10월 7

일에 완성되었다. 감소된 화쇄류와 폭발 지역, 라하르

재해 구역과 역사기록에 근거한 다양한 화산재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개선된 정의를 이용한 수정된 지

도가 1985년 11월 12일에 완성되었으나 너무 늦어서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은 1450년 이후 활동 기록

이 없었다. USGS와 PHIVOLCS(필리핀화산지진국)가

협력하여 14C 연대측정과 항공사진 분석을 통해 단

몇 주 만에 위험지도를 완성하였다. 이 지도는 유출

물에 의한 재해의 범위를 묘사하는 데 훌륭한 역할을

했다. 위험지도는 대피 결정을 알리는 데 사용되었다.

1991년 피나투보 화산 분화 시에 분화 직전의 적시의

위험지도, 민간 및 군과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촉진한

국제화산학회의 “화산 재해 영상, 실시간 감시 네트

워크, 부유 가스 측정 및 ‘공동 화산 연구’가 결합하

여 성공적인 재해 완화 결과를 만들었다.

일본의 화산 재해위험도

1983년 일본 최초의 재해위험도는 홋카이도의 고마

가타케(駒ヶ岳)를 대상으로 하여 고마카타케화산방재

회의협의회(駒ヶ岳火山防災会議協議会)에 의해 발간

되었으며(Fig. 10), 이어서 1987년 토카치다케에 대한

지도가 발간되었다. 1991년 운젠 화산의 분화 이후,

일본 국토청(国土庁; National Land Agency, 1992)

Fig. 9. Zonation map of Soufriere de Guadeloupe, showing areas of potential hazards from future magmatic
eruptions (after Westercamp, 1981). (A) indicates zones of very serious and very likely hazards; may be
threatened at the onset of an eruption: 1, areas that could be affected by small pyroclastic flows and associated
pyroclastic surges; 2, valley floors that could be affected by lahars caused by collapse of part of the volcano, by
rainfall on ash deposits or by reworking of hot pyroclastic-flow deposits. (B) indicates a zone of slight but very
likely hazard from ashfall. (C) indicates a zone of serious but less likely hazard than zone A, from large pyroclastic
flows and associated pyroclastic surges, and from lahars caused by rainfall on deposits of pyroclastic flows and
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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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화산 분화로 위협받는 지역의 위험지도 초안 작

성 지침(火山噴火災害危険区域図作成指針)’을 발표하

였고, 그 후 위험지도 제작이 증가하였으며, 위험지도

는 대부분 랭크 A로 분류된 매우 활발한 활화산에

대해 작성되었다. 그리고 2000년의 미야케지마와 우

스 산의 분화 이후에 더욱 상세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수치모의를 이용한 재해도 작성

1980년, 마운트 샤스타(Mt. Shasta)에는 최초로 화

쇄류 재해위험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지형에 에너지

-선(energy line) 개념을 도입한 재해위험지도(Miller,

1980)가 작성되었다(Fig. 12).

1982년과 1983년 Sheridan과 Malin은 에너지콘

(energy cone) 모델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작성된 화쇄

난류 재해의 위험지도(Fig. 12)를 제작하였다(Sheridan

and Malin, 1983). 이러한 컴퓨터 모델의 정확성은

현장 정보, 지형 데이터, 그리고 지도를 제작하기 위

해 사용된 이론적 가정이 얼마나 우수한지에 의해 좌

우된다. 저자들은 화구 근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발

적 분화로 인한 피해 가능 범위의 표시를 위해 위기

상황에서 해당 모델의 사용을 주장하였다. 

1987년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에 대한 USGS

보고서(Hoblitt et al., 1987)에는 캐스케이드 산맥에

위치한 각각의 화산들에 대한 연간 화산폭발지수 4

이상의 분화 가능성 및 연간 풍향 확률에 따른 잠재

적 화산재 확산 재해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화산재에 대한 확률적 평가

였다. 수치 처리 모델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후속 연구년 동안 개발 예정이었다. 등고선은 연간

10 cm 이상의 화산재 축적 확률을 보여준다.

1990년~21세기 초

화산학이 발전하고 화산 재해의 모든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수치 처리 모델이 점차적으로

위험 지역 지역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화쇄류, 화

Fig. 10. Volcanic hazard map of the Komagatake volcano, Japan (Komagatake volcano disaster prevention
meeting council,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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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확산과 강하, 용암류, 라하르에 대한 다음과 같

은 수치모델들은 최근의 위험지도에 모두 적용되었다.

Sheridan and Malin(1993)이 컴퓨터를 활용하여

화쇄난류 분화의 재해위험 평가지도를 제작하였고,

Hurst(1994)가 2-D ASHFALL 컴퓨터 모델(Armienti

et al.(1988)과 Macedonio et al.(1988)에 기반)을 발표

하였으며, Hurst and Turner(1999)가 2-D ASHFALL

모델을 사용하여 Ruapehu 강하 화산재 예보를 제공

하였다.

1998년 라하르 수치예측 프로그램인 Laharz가 발표

되고 Rainier 산에 대한 재해위험 평가에 적용되었다.

2000년 이후 Connor et al.(2001)에 의해, 2-d

TEPHRA 프로그램과 Cerro Negro에 대한 예제 발

표되었으며 이때 입력 코드는 Suzuki(1983)에 기반하

였다. 2003-2004년 멕시코 Colima 산의 화쇄류에 대

한 Titan2D 모델링, 2004년 2d HAZMAP 발표

(Macedonio et al., 2005), 2005년 Fall3D(Coast et

al., 2005), 2008년 3D VolCalPuff 모델 발표

(Barsotti et al., 2008), 2012년 Ash3D(Mastin et

al., 2013)가 발표되어 재해 위험도 작성에서 수치모

의의 위력을 더욱 향상시켰다. 이러한 수치모의 모델

링 도구는 재해도의 작성을 쉽게 만드는 데 일조하였

다.

재해도 작성 시 유의점

재해는 사회적 활동과 특이한 규모의 자연 현상 사

이의 접촉 지점에서 발생한다. 대규모의 재해는 사회

Fig. 11. Map of potential hazard from pyroclastic flows and lahars at Mt. Shasta, based on events over the past
10000 years(Miller, 1980). Zone 1 Areas likely to be affected most frequently by future pyroclastic flows, ash
hurricanes, and associated ash clouds. Zone 2 Areas likely to be affected less frequently by future pyroclastic
flows, ash hurricanes, and associated ash clouds. Zone 3 Areas likely to be affected mostly by ash clouds
associated with pyroclastic flows in zones 1 and 2, but could also be affected by very large but infrequent
pyroclastic flows. A lateral blast could affect any area within the outermost circle, but the likelihood of an area
being affected decreases with increasing distance from the volcano. The boundaries of zones 1, 2, and 3 are
irregular because they are located at the base of hills or mount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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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중대한 국가적 손실

을 가져올 수 있다. 방재는 국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비와 화산과 같은 자연

현상을 회피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의 거동을 이해하

고 그 영향을 줄임으로써 자연 현상과 공존할 수 있

는 방법을 이해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능력을 강

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우리는 방재대책을 강구해

야 한다. 요약하면, 인간의 삶과 재산, 사회 인프라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재대책이 필요하다. 인

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재난 현상과 사회활동의 접촉지점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개의 경우 아주 어려운 일

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재난을 완

화할 수 있다. 첫째, 재난의 가능성이나 원인을 제거

하는 것으로는 제방이나 댐의 건설을 들 수 있다, 둘

째,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택의 기초를 높여서 건설하는 것

도 한 방법이다.

방재에 필요한 기본적인 5가지 정보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어떤 현상이 발생하였는가(what)? 예를 들

어, 폭우에 의해 홍수, 산사태, 암설류가 발생한다. 화

산의 분화로 인하여 화쇄류가 발생한다. 둘째, 어디서

(where) 현상이 발생하는가? 피해 범위는 얼마나 되는

가? 셋째, 현상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how)? 예를 들

어, 하루에 500 mm의 폭우가 왔다, 또는 300,000 m3

의 용암류가 발생하였다. 현상이 어떻게 발전하거나

확산되는가? 어떻게 그것이 발생하는가? 예를 들면,

지진 → 화산재 → 화쇄류 → 용암류와 같은 화산

분화의 시나리오가 있다. 넷째, 언제(when) 현상이 발

생하는가? 또는 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발생

빈도나 발생확률은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면, 폭우

는 30년에 한번, 대규모의 화산분화는 200년에 한번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누가(who) 재난으로 어려

움을 겪게 되는가? 재해 등급은 얼마나 되는가? 얼마

나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건물의 손상이나 붕괴가

발생했는가? 총 손실액은 얼마인가?

방재 차원에서 화산재해도를 작성하려고 하면, 먼

저 재해도(위험도)의 기능을 이해하여야 한다. 위험지

도의 기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에 관한

지식을 알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재해도는 재

앙적인 자연현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재해도를 효과

적으로 사용하면 재난의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Fig. 12. A. Computer-generated map of a typical surge eruption from the Fossa crater of Vuleano. B. Computer-
generated map of identical phreatic eruptions centered at Forgia Vecchia on the Fossa cone and at Bay of the
Ippopotami, Vulcano.(Sheridan and Malin,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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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해도의 목적은 예상 가능한 피해 범위와

방재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 중요하다.

재해위험지도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다.

1) 주민 교육 유형

이 유형의 지도는 예상되는 피해 범위 내에 거주하

는 주민에게 재해의 위험을 알리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위험지역이나 안전지대 및 방재에 대한 기본 지

식 등의 정보가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따라서 그러한

Fig. 13. The first probabilistic ash fall assessment in the U.S.(Hoblitt et al.,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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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이해 가능한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2) 행정 정보 유형

행정 기관이 방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

는 기본 자료로 활용되는 유형의 지도이다. 이 재해

위험지도는 토지 이용 규정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경고 시스템과 대피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방재 작업에도 사용될 수 있다.

모든 위험지도를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토지 소유자 및 개발자는 토지 가격 하락에 대

해 두려워하고 지도의 공공에 대한 공개에 반대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행정관은 잠재적인 재해 가능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관들이 방재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비

판을 두려워하여 지도의 공개에 반대할 수도 있다.

위험지도의 예로는 홍수, 암설류, 산사태, 경사면의

붕괴, 화산 분화(용암류, 화쇄류, 강하화산재), 지진,

해일(쓰나미) 등을 들 수 있다.

위험지도 작성 절차

위험지도를 만들기 전 과거의 재해 기록을 알아야

한다. 또한 강수량과 같은 측정 데이터는 정확한 통

계 분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렬되어야 한다. 재해

의 증거를 추적하기 위한 지형학적 및 지질학적 연구

는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는 지도 형태로 표현된다. 이 지도를 재

난 기록 맵이라고 한다.

지형도는 중요한 정보원이기도 하다. 홍수 평야, 충

적 선상지, 산과 계곡은 과거의 홍수, 지진, 그리고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정량적 위험지도를 제작할 수 없다면, 지형도는 위

험지도 대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항공사진이나

위성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지형도가 없더라도 쉽게

지형도를 생성할 수 있다. 

위험지도의 작성 절차는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1) 재난의 범위 예측: 디지털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

용하여 목표하는 재해와 그 규모를 정의하고 재난의

범위를 예측한다. 홍수의 예를 들어 재난의 범위를

예측하는 방법을 기술하면, 홍수는 호우에 의해 발생

한다. 따라서 강수량이 예측된다. 강수량 패턴은 과거

의 호우 및 통계적인 계산에 의해 정의된다. 일본에

서는 약 100년에 한 번 발생 가능한 호우가 가정된

다. 이러한 호우가 올 경우 유출수량이 얼마나 강한

지 계산한다. 이를 유출 분석이라고 한다. 강의 단면

도를 수집하여 횡단면을 묘사하고 그 강에서 발생 가

능한 한계 흐름을 계산한다. 이것을 유량 용량이라고

한다. 강의 유출수량이 유량용량보다 크면 강이 범람

한다. 그 후 침수 영역과 침수량을 정의할 수 있다. 

홍수 흐름의 물의 운동은 범람원의 표고 모델을 사

용하여 수치 계산된다. 이를 홍수 시뮬레이션이라 하

며 계산의 결과는 수심과 유속으로 나온다. 계산된

결과는 지도상에 표시된다.

위험지도 작성 시 고려 사항: 위험지도가 완성되면,

대상 지역의 지형도가 필요하다. 인공위성으로부터 얻

을 수 있는 지형 모델과 사진 지도가 사용될 수 있

다. 잠재적 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는 유효한

과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위험지도의 목적

은 잠재적 재난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비

전문가라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내용으로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수치모의는 완벽한 데이터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따라서 계산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비용

이 든다. 또한 데이터의 정확도가 아무리 높다고 하

더라도 수치모의는 예측일 뿐이며, 자연현상은 계산

만으로 표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어떤 현상

과 그 규모가 예측된 것과 다른 경우 재해의 발생

범위도 달라진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발생하며 이때

는 위험지도에 표시된 것처럼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지도의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수치모의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재해 발생 기

록과 재해 지형 분류지도는 재난 예방에 중요한 정보

이다. 따라서 재해 예측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형학적 분류지도

는 현상에 대한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2) 위험지도에 삽입될 재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지도에 정보를 표시한다. 

위험지도에 삽입할 수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

지만 모든 항목을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위험지도의

목적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기본지도가 필요하다. 기

본지도로는 지형도 또는 지형 사진지도를 사용할 수

있다. 지형도는 사진지도보다 위험지도에 대한 정보

를 이해하는 것에 효과적이다. 사진지도의 경우 너무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해석하기 힘들다. 

3) 사람이나 인터넷,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직

접 배포하여 지도를 게시한다. 그 후, 위험지도를 사

용한 방재 활동이 시작된다. 재난 정보는 주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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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이다. 주로 재해의

위험 예측 영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과거의 재해 기록

이 필요할 경우에 그것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거주

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는 대피 관련 정보이다.

재해 발생 시 사용할 피난 장소와 피난 경로가 지도

에 표시된다. 주민들은 위험지도에서 피난 경로와 피

난 장소를 볼 수 있다. 또한 예상되는 재난 및 거주

자에게 적절한 대피 절차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나 지침, 예를 들면 예측 사이렌 또는 경고

사이렌과 같은 것들이 지도에 표시될 수 있다. 재난

현상의 거동이나 자연현상에 대한 기본 지식에 대해

서도 설명한다. 재해위험지도는 GIS와 아주 호환된다.

먼저 GIS는 위험지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많은 양

의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또한 피난

장소 분석에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3차원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디지털 지도 제작도 가능하여 읽기

쉬운 위험지도를 만들어 테스트할 수도 있다. 

위험지도와 예방책

1) 위험지도의 사용 

위험지도의 사용은 방재 수단의 하나이지만, 위험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다. 위험지도

가 완성되면 주민들에게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널

리 알리고 경고 및 대피 조치를 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된다.

2) 위험지도 사용에 관한 출판, 보급 및 교육

위험지도는 거주자에게 공개될 때 의미가 있다. 주

민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피난을 위해 위험지도를 사

용할 수 있다. 정부부처는 위험지도를 통해 주민들에

게 방재 정보의 반복적인 보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주민 및 정규교육과정에 매년 1회 이상 방

재 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재해 예방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주민들의 참여

를 증가시킬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는 것이 좋다.

3) 위험지도 및 예방 작업

위험지도는 재해 예방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

지만 위험지도를 사용하면 재난으로 인한 피해 비용

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위험지도는 재해

예방 작업의 경제적 평가 및 이익 비용 분석에 사용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재해 예방 작업의 우선 순위

를 결정할 수 있다.

4)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

위험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과거의 재해 기록을 알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현상의 규모를 추정할 때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예측 및 경고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홍수의 예보에는 강우량 및 유량의 측정이 필

요하다. 지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진계도 필요하다.

종합 방재 시스템

앞서 여러 가지 유형의 위험지도는 서로 다른 자연

재해에 대응한다고 하였다. 위험지도는 방재 수단의

하나이며 비용대비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종합 방재 시스템은 인명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

는 데 매우 중요하다.

먼저 통합 위험지도가 필요하다. 화산 주변에 지진

이 일어난 이후, 호우가 쏟아지면 암설류나 이류가

발생한다. 만약 지형이 복잡한 경우 재난이 발생하면

그 결과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날 것이다.

피난처로 지정된 장소는 모든 재난 유형에 대하여 안

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유형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험지도를 통합해야

한다.

행정 기관은 국가, 현 및 마을의 수준에 맞는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경찰, 공공 토목 사업,

언론, 그리고 수송체계는 재난 발생 시 요구되는 각

각의 기능이 있지만, 이러한 기능들 간의 협업이 필

요하다. 즉, 종합 방재 계획이 필요하다. 지구상의 여

러 지역에서 발생한 기후 관련 재난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방재는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 지구적

차원에서는 고려되어야 한다. 지구상의 생명을 보전

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국가를 넘어서 재난 예방을

위한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결론 및 요약

본 자료에서는 화산재해도의 이해에 필요한 화산학

과 재해도의 발달사, 변천과정 그리고 최신 수치모의

기법의 도입 등을 살펴보았다. 화산에 대한 인적 물

적 피해를 포함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지도는

1960년대에 과학적 탐구의 초점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화산위험지도 작성에 대

한 지질학적 접근법이 개척되었다. 1980년 5월 미국

세인트 헬렌즈 화산과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의 폭발적 분화에 연관하여 분화에 대한 위험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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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분화에 대한 예측 직후 큰 분화가 뒤따른 것

은 화산위험지도와 예측의 유용성을 보여 주었고 화

산학 분야를 크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 워싱턴주 레이니어산의 라하르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와 수치모의로부터 화산재해의 저감을 위해 화산

재해도 즉 위험지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게 되었다.

재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

해의 발생에 대한 수치 모의기법이 1980년대에 개발

되고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급증하였다. 수치

모델의 산출물을 통하여 화산에 대한 지질학적 지식

에 의해 통제되는 재해 요소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

다. 위험지도는 위험요소를 가진 모든 화산지역을 보

여주는 장기간, 단기간에 걸친 절대적 위험을 묘사하

는 지도이며, 동시에 현재의 감시, 관측, 그리고 예보

정보를 고려하는 지도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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