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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본부, 백록담 일대 화산활동사 규명

- 한라산 백록담 일대 지질 3만7천년 전 이후부터 약 2만년 전 사이 형성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창조)는 한라산 백록담 일대의
형성과정 및 화산활동 시기를 규명하고 그 연구결과를 암석학회지
월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를 상징하는 한라산 일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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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그 형성시기 및 과정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었다.
▢ 본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라산 정상부 백록담 서쪽 부분은 지금으
로부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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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천 년 전에 상대적으로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함으

로써 형성된 급경사의 용암돔이며, 이후에 약 2만 년 전에 새롭게 현
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백록담 동쪽 부분이 형성되어 지금의 백
록담 분화구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하였다.
▢ 연구팀은 백록담 분화구 일대의 형성과정을 밝히기 위해 한라산 일
대의 지질도를 새롭게 작성하고, 각 암석의 하부에 위치한 고토양층
에 광여기루미네선스 측정법을 이용하여 생성연대를 측정함으로써
한라산의 화산활동 시기를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다.
▢ 연구팀은 고토양층 연대측정 결과를 근거로, 먼저
를 갖는 고토양층 위에 놓이는 조면암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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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천년의 연대

만7천 년 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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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현무암질 용암의 연대는 용암층
하부의 고토양층 연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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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가장 하부에서 얻은

만9천년의 연대값을 함께 감안하여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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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천년과 지난

년 백록담 내부 퇴적

2016

▢ 또한, 이번 연구는 한라산 일대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백록담과 주변

윗세오름이나 방애오름 등과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밝혔으며, 지금까
지 그 형성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모세왓 일대의 각력암층의 형성과
정을 화산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연구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화산활동 과정을 모식도로 제시하고 있다.
▢ 이번 연구 성과는 문화재청 지원으로

년도부터

2016

2019

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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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 기초학술조사 연구 사업과
세계유산본부 내 한라산연구부에서 자체 추진하는 연구 사업의 결
과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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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여에 걸친 지속적 연구의 성과물이다.

▢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

주년에 즈음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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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상징인 한라산의 형성 비밀을 밝히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한라산이 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그 결과들이 제주도
의 자연가치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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