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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performed to find out the eruptive events of the historical period recorded in literature, which

have been recognized and regarded as ones from Mt. Baekdusan, and to make volcanological interpretations of the

eruptive events. Since the Millennium eruption, more than 31 eruptive events have been discovered, most of which are

Plinian eruptions with volcanic ash that dispersed into the regions in the vicinity of the volcano. The 1903 record includes

the event of the phreatomagmatic or vulcanian eruption that occurred within the Cheonji caldera lake. Based on the

eruption records of the historical period and the 2002 precursor unrest to volcanic eruptions, Mt. Baekdusan has been

evaluated and regarded as an active volcano that has the potential to erup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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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백두산 화산에서 분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역사시대 분화사건을 문헌에서 발굴하여 화산학적 해석을 하였다. 밀

레니엄 대분화로부터 31건 이상의 화산 분화사건을 발굴하였으며, 대부분 화산재를 분화하여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키면

서 강하화산재를 발생시킨 플리니안 분화 사건이 많았다. 1903년의 기록은 천지 내에서의 수증기마그마성 분화 또는

불카니안 분화에 의한 기록이었다. 역사시대의 분화 기록과 2002년에 나타난 화산 분화 전조현상 등으로부터 백두산은

잠재적인 분화가능성을 가진 활화산으로 평가된다.

주요어: 백두산, 분화, 역사기록, 활화산

서 론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백두산은 그동안 화산활동이

정지된 화산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2002년 6월말

이후 다양한 분화의 전조들이 나타남에 따라 백두산

의 미래 분화 시점에 대한 방재 매뉴얼 작성의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 간의 다양한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백두산 하부 맨틀구조의 변화가 감

지되었고, 화산성 지진활동의 급증, 화산체 내부의

사면붕괴, 화산 가스에 의한 수목의 고사, 지표면의

팽창, 융기 및 침강, 온천수의 수온 상승 등 현상학

적으로 다양한 분화 가능성을 나타내는 전조가 관측

되고 있다(Yun et al., 2007; Yun and Lee, 2011,

2012; Xu et al., 2012).

특정 화산의 활동성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가장

신뢰성을 가지는 것은 직접 육안으로 그 변화를 관

찰하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 위치한 백두산

은 남한에서 직접 관측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국제공동 연구가 실현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

움이 있다. 또다른 방법은 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화

산체 지하의 거동과 지표면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인데, 백두산이 우리 민족의 영산이며 한반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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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위치하지만 실효적인 영유권 내에 위치하는 영

토가 아니므로 남한 학자(우리나라 학자)가 주도하여

연구 관측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이

경우 원거리에서 정밀한 지진계의 관측, 광역 중력

데이터의 활용이나 위성을 통한 지표면의 변화를 감

시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기상청(Chae et al., 2013)

과 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Ozawa and Taniguchi,

2007) 등에서 부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과거 역사분화 기록을 발굴하여 체

계적인 화산학적 해석 연구가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잠재적으로 활동성을 가진 화산의 과거

분화 이력을 조사 분석하여 분화 특성과 성질을 파

악함으로써 미래의 분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의 분화 간격과 분화

특성을 파악하면 미래의 분화시기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과 분화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백두산

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위치하므로 정밀한 야외

지질답사 연구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역사시대 문헌으로부터 백두산 화산 분화사건을 발굴

하여 그 분화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백두산의 향후

거동에 대한 화산학적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백두산 화산의 밀레니엄 대분화 이후 백두산

화산지대에서 발생한 화산 분화사건으로 추정되는 기

록들을 역사 문헌에서 발굴하여 화산학적 해석을 통

해 분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백두산의 역사시대 분화 기록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Yun and Cui, 1996; Jin and Cui, 1999; Yun

and Lee, 2011; Pak and Lim, 2010; Miyamoto et

al., 2010) 등을 포함하여 백두산의 화산 분화사건으

로 인지되는 것을 해당 문헌자료에서 찾아서 먼저

확인하고, 일본기략(日本紀略), 고려사, 고려사세가,

해동잡록(海東雜錄), 동사약(東史約), 동사강목(東史綱

目), 동국통지(東國通志), 동국문헌비고,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장백산강강지략(長白山江崗志略) 등의 자

료에서 새로이 발굴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백두산 화

산지대에서 분화한 화산 사건으로 추정되는 자료들을

시대 순으로 분석하였다. Fig. 1은 백두산 분화관련

기록을 가진 문헌들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위해 원문에서 이상기상 현상(예, 雨灰, 雨土,

赤氣如火 天, 微雨白如酒粉 등)이나 천기이상 현상

(예, 大社鳴, 天鼓鳴, 空中有聲如雷鳴 등)을 먼저 파악

하고, 이를 한글로 번역하며 동시에 한글번역본이 있

는 경우 서로 대조하여 그 내용에 화산학적 의미가

담겨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결과: 역사시대 분화 기록과 해석

위에서 기술한 고전 자료들 중에서 일본기략, 고려

사, 고려사세가, 동국문헌비고,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장백산강강지략 등으로부터 백두산의 분화 사

건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 기록들(연대

포함)과 그 화산학적 해석은 아래와 같다.

가. 서기 939년의 분화 기록: 폭발적 분화

《日本紀略》

“天慶二年正月二日 甲辰春日大社鳴如擊”

《번 역》

“천경 2년 서기 939년 1월 2일 갑진 봄날에 마치

큰 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폭발적인 화산

분화에 의한 명동(鳴動) 현상으로 백두산 분화에 의

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Akaishi et al. (2000)는

일본의 역사서인『일본기략』의 기술을 바탕으로, 서

기 939년 1월에 멀리서 일어난 폭발에 의하여 공진(空

震)이 있었다고 추정하며, 이것을 B-Tm (Baegdusan-

Tomakomai tephra) 분화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939년 1월의 명동 현상이 백두산의 것으

로 그때에 폭발적인 화산 분화가 일어났다면, B-Tm

화산재 분포축이 통과하는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

Fig. 1. Literatures recording historical eruptions of Mt.

Baekd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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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그 이북 홋카이도 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인 아

이누족들은 비처럼 내리는 화산재를 경험하였을 것이

며, 이로 인하여 심각한 농작물의 황폐화와 냉해 등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기 939년

5월에 시작된 아이누족의 반란은 그 원인이 백두산

화산재의 영향에 기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백두산은 서기 937년, 938년에도 분화를 하였으며,

『일본기략』의 939년 명동 기록 사건 역시 백두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 서기 946년, 947년의 분화 기록: 폭발적 분화

《고려사 세가(世家) 권지2의 고려 정종 원년(946년)》

“是歲天鼓鳴赦”

《번 역》

“이 해에 하늘에서 고동소리가 들려(하늘의 북이

울려)(죄인들을) 사면하였다.”

《貞信公記(일본 역사서)》

“天曆元年正月十四日空中有聲如雷鳴”

《번 역》

일본 쿄토(京都)지역에 “천력 원년(947년) 2월 7일

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마치 천둥소리와 같았다.“

《日本記略》

“正月十四日庚子此日空中有聲如雷”

《번 역》

“947년 2월 7일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마치

천둥소리와 같았다.”

고려사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여러 차례 정인지,

김종서 등에 의해 개찬 과정을 거쳐 1451년에 편찬

된 사서이다. 이 고려사 지(志) 권 제7에 “定宗元年

天鼓鳴”, 고려사절요에 “定宗元年天鼓鳴”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는 폭발적인 화산분화로 인하여 하늘에

서 소리가 나는 명동 현상의 기록으로 해석된다.

하나의 자연 현상이 여러 책에서 반복적으로 기술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도 946년의 명동(鳴動) 현상이

고려시대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현상으

로 인식되었으며, 사람들에게 공포감과 두려움을 주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록이 꼭 백두산의 폭발

적인 분화를 지시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당시 고

려의 영토는 의주-원산 이남이었으며, 백두산이 위치

한 북부 지역에 미치지 못하였고, 겨울철 탁월풍의

주된 방향이 북서풍임을 고려하면 강하화산재가 피복

할 범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이 명동

현상이 백두산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기록자는 명동의

원인을 헤아리지 못하였을 것이다.

백두산 부근의 10세기 분화산물을 지질조사를 통

해 분석해 보면 거대 화쇄류의 분화에 앞서 강하 부

석층이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을 분화한 플

리니안 분화와 이그님브라이트 분화 때 백두산으로부

터 약 465 km 떨어진 거리의 개성과 1,000 km 이상

떨어진 일본에 화산폭발 소리가 공진으로 전달된 것

으로 추측할 수 있다. 946년 11월 3일 일본 나라(奈

良)에 강하화산재가 내린 것이 이와 연관되어 있는

분화 사건일 것이다. Hayakawa and Koyama (1998)

는 서기 947년 2월에『貞信公記』나『日本紀略』에 기

재된 천둥을 장백화쇄류(C-pfl)의 분출에 대조하여,

홋카이도나 토호쿠지방의 B-Tm도 이 때 강회된 것

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다. 서기 1014년, 1016년, 1017년, 1018년,

1019년 분화 기록: 불카니안 분화+플리니안 분화

《高麗史(中)》

“顯宗五年三月庚寅夜四方赤 白虹貫日辛丑白氣貫日,

七年十二月丁酉四方赤 , 八年二月癸酉 氣如火

天白氣貫日, 十年正月乙酉赤 意天白氣貫日.”(Cui

and Liu, 2006).

《번 역》

“현종 5년 3월 경인(庚寅) 밤 사방에 붉은 기운(赤氣)

이 퍼졌다. 7년 12월 정유(丁酉)에 사방에 붉은 기운

(赤氣)이 가득하였다. 8년 2월 계유(癸酉)에 사방에 붉

은 기운(赤氣) 즉 하늘에 불이 난 것처럼 가득하였다.

10년 정월 을유에 붉은 기운이 온 하늘에 가득하였다.”

《東國文獻備考(上)》

“顯宗五年三月庚寅夜四方赤氣, 四月庚午白氣界天如

匹布, 七年十二月丁酉四方赤氣 八年二月癸酉赤氣如火

天, 十一月己未夜白氣如練意天俄變爲赤氣, 九年正

月癸亥白氣如帶亘天, 十年正月乙酉赤氣意天.”

《번 역》

“현종 5년 3월 경인(5일) 밤에 사방이 붉은 기운(赤

氣)에 휩싸였다. 4월 경오(15일) 하늘에 하얗게 베를

펼친 것처럼 흰 연기가 퍼졌다. 7년 십이월 정유(27

일)에 사방에 붉은 기운이 가득하였다. 8년 2월 계유

(4일)에 불처럼 붉은 기운이 온 하늘에 퍼졌다. 11월

기미 밤 흰 명주 천을 덮은 것 같은 흰 기운이 하늘

가득하였다가 붉은 기운으로 가득 찼다. 9년 정월 계

해(癸亥, 11일)에는 하얀 띠(白帶)같은 흰 기운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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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까지 뻗쳤다. 10년 정월 을유에는 붉은 기운이 하

늘에 가득하였다.”

현종 5년(1014년), 7년(1016년), 8년(1017년), 10년

(1019년)의 자료는 “하늘에 하얗게 베를 펼친 것처럼

흰 연기가 퍼졌다”, “밤 사방에, 온 하늘에 붉은 기

운이 가득하였다.”라는 화산재의 확산과 기상학적으

로 대기의 이상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Cui and

Liu (2006)는 백두산 화산의 대분화에 기인한 대기현

상으로 해석하였다. 현종 9년(1018년)의 “하얀 띠 같

은 흰 기운이 하늘까지 뻗치다.”는 백두산 지역으로

부터 북풍 내지 북동풍이 유입되어 화산재 구름이

낮은 고도로 이동하면서 남쪽으로 진행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그리고 우토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즉

강하화산재의 발생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 서기 1124년 분화 기록: 플리니안 분화

《高麗史(中)》

“仁宗二年三月丙辰雨土三日”(Cui and Liu, 2006).

“閏月. 甲申 日赤無光. 丙戌 日色黃赤. 壬辰 大風晝晦.”

《번 역》

“인종(仁宗) 2년(1124년) 5월 14일 흙비가 3일 동

안 내렸다.” “윤 3월 갑신일에 햇빛이 붉고 광선은

없었다. 병술일에 햇빛이 누르고 붉었다. 임진일에

바람이 몹시 불고 낮이 어두웠다.”

이는 백두산 분화로 인한 화산재인지 아니면 황사

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후에 기술한 다른 자

료들과 함께 해석해 보면 강하화산재 사건을 기록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Cui and Liu (2006)는 백

두산 화산의 분화에 기인한 강하화산재의 낙하로 해

석하였다.

마. 서기 1199년, 1200년, 1201년 분화 기록:

플리니안 분화

《高麗史(中)》

“神宗二年五月南部北井水赤沸聲如牛鳴凡十餘日.”

“神宗二年十月辛酉雷俄而有怪氣中黑 赤從鵠岺出漸

大 滿京都遂雨雹黑氣下地咫尺不見人.”

“神宗三年潤二月戊申四方昏溟雨土二日庚午雨土四方

昏溟意日,四年四月庚辰朔雨土.”(Cui et al., 2008)

《번 역》

“신종(神宗) 2년 5월 남부의 우물물이 적색으로 변

하여 약 10일간 소울음 소리같이 끓는 소리를 내었

다.” 또한 “신종 2년 10월 신유(辛酉)에 갑자기 천둥

이 치고, 곡령(鵠嶺)에서 검고 붉은 이상 기체가 나

타났다. 규모가 점점 커져 경도(京都)를 가득 채웠고,

우박을 동반하였으며 검은 기운이 퍼져서 지척에는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신종 3년 윤(閏) 2월 무신(戊申)에는 사방이 어둡

고 부슬비와 흙비가 내리고 이틀 동안 우토가 내렸

으며, 경오(庚午)에는 흙비가 내리고 종일 동안 사방

이 어둡고 부슬비가 내렸다.” “신종 4년 4월 경진(庚

辰) 음력 초하루에 흙비가 내렸다.”

이는 백두산에서 발생한 폭발적 분화로 인하여 폭

발진동이 공명의 형태로 전달되고, 곧 이어 고온의

검은 화산재구름이 북풍~북동풍을 타고 남쪽으로 내

려온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분화구에서 발생한 플리

니안 분출상으로 분화한 화산가스와 화산재구름이 탁

월풍의 영향 하에 이동되었으며, 강하화산재 즉 흙비

로 내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Cui et al. (1995, 2000,

2008)은 백두산 화산의 분화에 기인한 강하화산재의

낙하로 해석하였다. 이 기록은 海東雜錄(上)에도 기재

되어 있다.

바. 서기 1265년 4월 15일의 분화 사건: 플리니

안 분화

《高麗史(中)》

“元宗六年三月丁亥微雨白如酒粉.”

《번 역》

“원종(元宗) 6년 3월 丁亥(양력 4월 15일)에 마치

누룩 가루와 같은 하얀 것이 미세한 비처럼 내렸다.”

하얀 누룩가루와 같은 미세한 고형물질 입자가 비처

럼 내렸다는 것은 강하화산재가 내렸음을 지시한다.

이는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백두산 분화구에서 발

생한 화산재구름이 북풍~북동풍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

오면서 미세한 화산재를 낙하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사. 서기 1373년 6월 24일의 분화 사건: 플리니

안 분화

《高麗史(中)》

“恭愍王二十二年四月丁酉雨土”

“恭愍王二十二年四月丁酉夜天雨白毛長二寸或三四寸

細如馬髮. 戊寅夜雨白毛, 壬午, 癸未, 丁亥, 丙申亦如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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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愍王二十二年四月己卯大霧雨白毛遍國中庶人皆曰

龍毛拾而視之乃白馬髮也,五月壬寅朔霧雨毛.”

《번 역》

“공민왕 22년(1373년) 4월 정유(양력 6월 24일) 우

토가 내렸다.”

“공민왕 22년(1373년) 4월 정유(양력 6월 24일) 밤

에 하늘에서 길이 2촌 혹은 3-4촌의 가는 말의 털과

같은 흰 것이 내렸다. 무인 밤에도 흰 털과 같은 것

이 내렸으며, 임오, 계유, 정해, 병신 일에도 같이 내

렸다.”

“공민왕 22년(1373년) 4월 (양력 6월) 기묘 일에

하얀 털 조각 같은 것이 매우 큰 안개와 비처럼 내

렸으며, 나라 안 뭇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흡사 용

의 비늘이 백마의 털과 같이 휘날리듯 보였다고 하

였다. 오월 임인일 초하룻날 털이 안개와 비처럼 내

렸다.”

이는 6월에 길이가 6 cm, 큰 것은 10 cm에 달하는

길고 납작한 부석편(浮石偏)과 화산재가 하늘에서 내

린 것으로 묘사된다. 이는 백두산에서 분화된 잘게

부서진 판상의 부석편이 북풍~북동풍의 바람을 타고

화산재구름과 함께 내려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석편을 마치 거친 말의 털처럼 묘사한 것으로 보

인다. 부석편이 이동한 것으로 볼 때 화산폭발지수는

우토가 내린 것보다는 훨씬 컸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아. 서기 1401년 윤3월 25일(갑인)의 분화 사건:

플리니안 분화

《태종실록 1년(1401신사) 윤3월 25일(갑인)에 기

록된 원문(Fig. 2)≫

“雨炭于端州-東北面察理使報: “端州東北間, 非烟非

霧, 渾天黑暗, 有炭落地”封數枚以上”

《번 역》

단주(端州)에 숯비(炭雨)가 내리었다. 동북면 찰리

사(東北面察理使)가 보고하였다.

“단주(端州) 동북간(東北間)에 연기도 아니고 안개

도 아닌 것이 온 하늘을 뒤덮어 어두컴컴하였는데,

숯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므로, 두어 개를 봉해서

올립니다.”

이는 함경도 지역에 화산재가 내린 것으로 해석되

며, 플리니안식 분화에 의하여 화산재 구름이 동쪽으

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우토가 내린 것보다는 큰

규모의 화산활동이었을 것이다. 함께 분화된 검은 색

부석을 숯으로 오인하여 채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東國文獻備考(上)에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

자. 서기 1403년 음력 1월 27일과 3월 22일의

천지 화산 분화사건: 플리니안 분화

《태종 3년(1403년) 음력 1월 27일(을사일)에 기록

된 원문≫

“乙巳/“甲州地 寧怪 ·伊羅 等處, 雨半燒 灰, 厚一

寸 五日而消.”

《번 역》

“갑주(갑산)의 영괴·이라 등지에 반쯤 타고 마른

재가 비처럼 내렸다. 땅에 쌓인 두께는 한 촌(약 3

cm) 가량 되었고 오 일이 지나서 그쳤다.”

《음력 3월 22일(기해일)에 기록된 원문(조선왕조

실록 태종대왕 실록 5권)≫

“己亥/“東北面雨灰.”

《번 역》

“동북면에 재[灰]가 비처럼 내리다.”

이 기록(조선왕조실록 태종대왕 실록 5권)은 백두

산으로부터 동쪽에 위치한 함경도 지역에 화산재가

내린 것으로 보아, 플리니안식 분화에 의하여 화산재

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하화산재를 뿌린 것으

로 보인다. 이 기록은 東國文獻備考(上)에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

Fig. 2. Historical recor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of fallout black ash from the 1401 eruption at Mt. Baekdu-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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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서기 1405년 음력 2월 23일의 천지 화산 분

화사건: 플리니안 분화

《태종 5년 음력 2월 23일(기축일)에 기록된 원문≫

“己丑/“雨色如灰”

《번 역》

“잿빛의 비가 내렸다.”

서기 1406년 4년 2월 9일(경오)의 분화사건

《태종 6년(1406 병술) 2월 9일(경오)에 기록된 원

문의 내용≫

“庚午/東北面端州, 雨土凡十四日”

《번 역》

“동북면(東北面) 단주(端州)에 흙비가 내리기를 무

릇 14일 동안이나 하였다.”

1405년 조선왕조실록 기록은 백두산으로부터 동쪽

에 위치한 함경도 지역에 화산재가 내린 것으로 보

아, 플리니안식 분화에 의하여 화산재 구름이 동쪽으

로 이동하면서 강하화산재를 뿌린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은 東國文獻備考(上)에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

1406년 기록은 백두산으로부터 동쪽에 위치한 함

경도 지역에 화산재가 내린 것으로 보아, 플리니안식

분화에 의하여 화산재 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하화산재를 약 14일 동안 뿌린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은 화산활동이 2주간 지속되었음을 지시하는 기

록이 될 수 있다.

카. 서기 1573년 3월의 분화 사건: 플리니안 분화

《선조 6년(1573년) 2월 1일에 기록된 원문의 내용≫

“雨土”

《번 역》

“흙비가 내렸다.”

이 조선왕조실록 기록은 1403년, 1405년, 1406년

의 기록과 같이 백두산으로부터 동쪽에 위치한 함경

도 지역에 화산재가 내린 것으로 보아, 플리니안식

분화에 의하여 화산재 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하화산재를 뿌린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은 東國文

獻備考(上)에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

타. 서기 1597년 10월 7일-8일의 삼수군 일대의 화

산 분화사건: 수증기 분화+폭발식 분화+화산성 지진

서기 1597년은 조선시대 선조 30년 정유년으로 중

국 명(明)나라 신종(神宗) 만력(萬曆) 25년에 해당하며,

백두산 화산 지역의 함경도 삼수군 일대에서의 지진

및 화산 분화 사건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백두산 화산지대(volcanic field)의 남단

압록강 남쪽의 삼수군 내에서 일어난 화산활동을 묘

사한 것으로 지진이 선행하고 폭발적인 소규모 분화

가 발생하였다.

《선조 30년 정유년 기미일 음력 10월 2일에 기록

된 원문 (조선왕조실록 제 29책, 선종(선조)대왕 실록

93권)≫

“咸鏡道觀察使宋言愼書狀 去八月二十六日辰時, 三

水郡境地震, 暫時而止 二十七日未時, 又爲地震, 城子

二處頹 , 而郡越邊甑巖, 半片崩頹, 同巖底三水洞中川

水色變爲白, 二十八日更變爲黃 仁遮外堡東距五里許,

赤色土水湧出, 數日乃止 八月二十六日辰時, 小農堡越

邊北德者耳遷絶壁人不接足處, 再度有放砲之聲, 仰見則

烟氣漲天, 大如數抱之石, 隨烟 出, 飛過大山後, 不知

去處 二十七日酉時, 地震, 同絶壁, 更爲 落, 同日亥

時子時, 地震事”

《번 역》

“함경도 관찰사 송언신(宋言愼)이 서장을 올렸다.

“지난 8월 26일 진시(오전 7시-9시)에 삼수군(三水郡)

지방에 지진이 일어나 잠시 후에 그쳤고, 27일 미시

(오후 1시-3시)에 또 지진이 일어나 성의 두 군데가

무너지고 고을 건너편에 있는 시루바위[甑巖]의 반쪽

이 무너졌으며, 그 바위 아래 삼수동(三水洞) 중천(中

川)의 물빛이 흰색으로 변했다가 28일에는 다시 황색

으로 변했고, 인차외보(仁遮外堡) 동쪽으로 5리쯤 되

는 곳에 붉은 빛의 흙탕물이 솟아오르다가 며칠 만

에 그쳤으며, 8월 26일 진시에 소농보(小農堡) 건너

편 북쪽에 있는 덕자이천절벽(德者耳遷絶壁)의 사람

이 발을 붙일 수 없는 곳에서 두 차례나 포를 쏘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연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크기가 몇 아름씩 되는 바위가 연기를 따라 터져 나

와 종적도 없이 큰 산을 넘어갔습니다. 27일 유시(오

후 5시-7시)에는 지진이 일어나 그 절벽이 다시 무너

졌고, 그 날 해시(오후 9시-11시)와 자시(오후 11시-

오전 1시)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1597년 10월 6일에서 8일에 이르

는 3일 동안 백두산 인근 함경도 삼수 지역에서의

잇따른 지진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삼수지진에 대한

기록은 화산분출과 연관된 활동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쇄지진을 화산성 지진으



462 윤 성 효

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歷史强震目錄(China

Earthquake Administration, 1983)은 동일한 기간에

중국의 발해만 주변지역을 비롯하여 한반도 북부지역

까지 연 3일 간의 지진이 지속되었고, 이러한 연쇄지

진의 진앙을 하나로 간주하여 중국 발해만에 위치하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삼수지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간에 중국 발해만에서 발생한 지

진과의 연관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당시 이들 지진은

약 1,000 km×1,000 km의 대단히 넓은 지역에서 감지

되었다. 최대급 진도지역은 중국 요강 유역과 함경도

삼수 지역이며, 어느 한 곳을 진앙으로 하면 다른 곳

의 진도를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두 지역을 별도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감진지역의 분포와 지진으로

인한 현상들을 종합하였을 때, 중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을 요동만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진앙은 현재까지 알려진 발해만 중앙부보다는 북동쪽

으로 약 200 km에 위치한다. 주변의 대규모 지진에

의한 동적응력 변화로 마그마 운동이 활발해짐에 따

라 백두산 화산체에서 격발지진(triggered earthquake)

이 일어날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것

으로 추정한다. 함경도 삼수 지역에서 보고된 일련의

지진활동은 화산활동이 동반된 격발지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중국의 기록에서 발견

되는 요동만 지진과 1597년 백두산 화산성 지진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격발지진 현상과 같은 인과관

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태평양판 섭입 운동으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심발지진이 백두산

지역의 화산성 지진을 격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Kang et al., 2010).

파. 서기 1654년 10월 21일의 기록: 플리니안 분화

《조선왕조실록 제 35책, 효종 13권》

“至於黑氣, 則臣所目見也. 其氣若雨非雨, 若烟非烟,

自北而來, 聲若風驅, 臭若腥 , 轉頭之頃, 彌滿山谷,

掩 三光, 咫尺不辨牛馬, 亦異哉! 近則積城, 長湍

之間, 遠則咸鏡南道之界, 無處不然云”

《번 역》

“흑기(黑氣)의 경우는 신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 기

운은 비 같기도 하면서 비도 아니고, 연기 같기도 하

면서 연기도 아닌 것이 북쪽에서 오는데 소리는 바

람이 몰아치듯, 냄새는 비린내 같기도 한데 잠깐 사

이에 산골짜기에 가득 차서 빛을 가려 지척에 있는

소와 말도 분별을 못할 정도였으니, 아, 역시 괴이한

일입니다. 가까이는 적성(積城)과 장단(長湍) 사이와

멀리는 함경도의 남쪽 경계까지 모두 그러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10월 달에 백두산에서 분화된 화산재, 화산가

스가 북풍~북동풍의 바람을 타고 낮은 고도로 운반

되어 화산재 구름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온 화산재

(wind-modified fall)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영향지역

이 북쪽으로 함경도 남쪽 경계부에도 출현하였다는

것은 그 북쪽 즉 백두산에서 남하한 것으로 평가된

다(Yun et al., 2013).

하. 서기 1668년 6월 12일(음력 4월 23일 신묘

일)의 천지 화산 분화사건: 스트롬볼리안 분화+불카

니안 분화+플리니안 분화

서기 1668년(조선시대 현종 9년 무신년, 중국 청나

라 강희(康熙) 7년), 함경도 경성부(鏡城府)와 부령(富

寧) 일대에 화산재가 비처럼 내렸음을 기록하고 있다

(Fig. 3).

《조선왕조실록 제37책 현종대왕실록 권지 14≫

“咸鏡道 鏡城府 雨灰 富寧 同日 雨灰.”

《번 역》

“함경도 경성부에 화산재 비가 내렸다. 같은 날 부

령에도 화산재의 비가 내렸다.”

 또 다른 기록으로

《조선왕조실록 顯改 14卷, 9年(1668 戊申/청 강희

(康熙) 7年) 4月 26日(甲午)≫ 1번째 기사

甲午/上御養心閤, 引見大臣 ‘備局諸臣. 上謂大臣曰:

“咸鏡道雨灰之變, 甚可愕也. 朴承後疏中有云: ‘周天二

十餘處坼裂, 左相在鄕時聞之否?” 許積對曰: “有是言

Fig. 3. Historical recor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of fallout black ash from the 1668 eruption at Mt. Baekdu-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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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 東方天坼, 光同火鏡, 且有赤馬相鬪之狀, 傳說者甚

多. 次日, 北方有赤氣, 又次日, 有白氣之異. 天開, 太

平之象, 天坼, 衰亂之兆云.”

《번 역》

상이 양심합(養心閤)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대신에게 이르기를, “함경

도에 재[灰]가 내린 이변은 몹시 놀랍다. 박승후(朴承

後)가 상소 가운데 말하기를 ‘하늘 주위가 20여 곳이

터졌다.’고 하였는데, 좌상은 시골에 있을 때 그런 말

을 들었는가?”하니, 허적이 대답하기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갈라졌는데 빛이 화경(火鏡)

과 같았고, 또 붉은 말이 서로 싸우는 듯한 모양이

있었다는데, 말을 전하는 자가 몹시 많았습니다. 다

음날엔 북쪽에 붉은 기운이 있었고 또 다음날은 이

상한 흰기운이 있었다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은 태평

의 기상이고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쇠란의 조짐이라

고 합니다.”하였다.

이 조선왕조실록 기록은 하늘 주위가 20여 곳이

터졌고 빛이 화경과 같았다는 기록으로부터 폭발적인

마그마분화가 있었으며, 고온의 분화물들이 마치 붉

은 말이 싸우는 듯한 모습으로 비유되었다는 것과

그 후 이상한 흰 기운이 돌았고 함경도 지역에 화산

재의 비가 내린 것으로 보아, 백두산에서 분화한 화

산재가 1403년, 1405년, 1406년의 기록과 같이 서풍

을 타고 동쪽에 위치한 함경도 지역에 강하화산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즉, 폭발적인 마그마분화에 이

어 플리니안식 분화에 의하여 화산재 구름이 동쪽으

로 이동하면서 강하화산재를 뿌린 것으로 보인다.

갸. 서기 1673년 5월 20일(음력 4월 28일)의 천

지 화산 분화사건: 플리니안 분화

《서기 1673년은 조선시대 현종 14년에 기록된 원

문(Fig. 4)≫

“明川等地 雨灰.”

《번 역》

“함경도 명천 지역에 화산재가 비처럼 내렸다.”

1667년 조선왕조실록 기록은 1403년, 1405년,

1406년, 1668년의 기록과 같이 백두산으로부터 동쪽

에 위치한 함경도 지역에 화산재가 내린 것으로 보

아, 플리니안식 분화에 의하여 화산재 구름이 동쪽으

로 이동하면서 강하화산재를 뿌린 것으로 보인다.

냐. 서기 1702년 6월 3일(음력 5월 14일)의 천

지화산 분화사건: 플리니안 분화

“咸鏡道富寧府, 本月十□四日午時, 天地忽然晦暝, 時

或黃赤, 有同烟焰, 腥臭滿室, 若在洪爐中, 人不堪熏熱,

四更後消止, 而至朝視之, 則遍野雨灰, 恰似焚蛤殼者然

鏡城府同月同日稍晩後, 烟霧之氣, 忽自西北, 天地昏暗,

腥 之臭, 襲人衣 , 熏染之氣, 如 在洪爐, 人皆去衣,

流汗成漿, 飛灰散落如雪, 至於寸許, 收而視之, 則皆是

木皮之餘燼. 江邊諸邑, 亦皆如是, 或有特甚處”(Fig. 5)

《번 역》

“함경도 부령부에 이달 14일 오(午)시(오전 11시-오

후 1시)에 하늘과 땅이 갑자기 캄캄해졌는데, 때로

혹 누른빛이 돌기도 하면서 연기와 불꽃같은 것이

일어나는 듯하였고, 비릿한 냄새가 방에 꽉 찬 것 같

기도 하였다. 큰 화로에 들어 앉아 있는 듯하여 몹시

무더운 기운에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다. 4경(축시:

오전 1시-3시)이 지나서야 사라졌다. 아침에 가서 보

니 온 들판에 재가 내려 쌓였는데, 마치 조개껍질을

태워 놓은 것 같았다. 경성부에서는 같은 달 같은 날

좀 늦은 때에 연기와 안개 같은 기운이 서북쪽에서

갑자기 밀려오면서 하늘과 땅이 캄캄해지고 비릿한

노린내가 사람들의 옷에 스며들었으며, 몹시 무더운

기운은 큰 화로 속에 앉아 있는 듯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 모두가 옷을 던지었으며, 땀이 흘러 끈적끈적

하였다. 흩날리던 재는 마치 눈과도 같이 산지사방에

떨어졌는데, 그 높이가 한 치(寸: 약 3 cm) 가량 되었

다. 걷어보니 마치 모두 나무껍질이 타다 남은 것과

Fig. 4. Historical recor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of fallout ash from the 1673 eruption at Mt. Baekd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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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았다. 강변의 여러 고을들도 다 그러하였는데 간혹

더 심한 곳이 있었다.”

서기 1702년은 조선시대 숙종 28년으로 조선왕조

실록 제280책 숙종대왕실록의 권지 36에 기록(숙종

28년 1702년 5월 신축일: (음력) 5월 20일에, (양력)

6월 9일에 기록)된 바에 의하며, 화산 분화는 양력 6

월 3일(음력 5월 14일)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Fig. 5는 백두산의 분화로 추정되는 1702년의 역사

기록이다. 분화지점인 백두산으로부터 140 km 떨어

진 두 장소에서의 강하화산재의 등층후선을 설정하여

경험식에 의하여 계산된 분출물의 최소량은 1.2 km
3

로 1702년의 백두산 분화 사건은 화산폭발지수 5에

해당하는 대규모 분화였다(Yun and Lee, 2011). 플리

니안 분화에 의한 열기를 가진 화산재가 바람의 영

향으로 낮은 고도로 운반된 즉 바람에 의해 수정된

강하화산회가 발생 퇴적된 것을 잘 묘사하고 있다.

댜. 1903년 분화 기록: 천지 화산분화: 소규모의

수증기마그마성 분화

天池釣搜 유건봉이 기록한 “장백산강강지략(長白山

江崗誌略)(Lee, 1987)” 중에서 서기 1903년(淸나라

光緖 29年)의 천지 화산 분화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据引路人徐永順云, 光緖二十□九年 五月 其弟復順,

隨玉讓 兪複等人 在沮石坡下杜坡口 忽見兩鹿登坡 --(中

略)--六人坐臥池沿 至夜半 寒風透骨 餓不能 寢 共餐

粮 而盡 末幾 天微明而霧仍如故 --(中略)--霧時雷雨

交加 衆皆器不成聲 旋又人夜 見池中三五明星忽起忽落

條而 潑剌一聲 自空中落一火球大如輪. 水面萬千燈火

直同白晝 --砲聲轟降 宛如霹靂 波浪涌起直衡斗牛 六

人戰慄不敢動 --(中略)-- 半鍾余 雹落如雨 大者寸許

六人各避石下 兪與復順頭骨血出 用濕衣 褒之 叉兩鍾

余 東方曉亮 雲淡風淸 微霧峰尖. 徐永順言之叢叢故志

之.”

《번 역》

“길 안내인 서영순이 말하기를 광서 29년 5월에

그 동생 복순, 옥량 유복등과 같이 저석파 아래 두파

구에서 사슴 2마리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중략)- 여섯 사람이 호수 주위에 눕거나 앉아 있는

데, 깊은 밤이 되자 찬바람이 뼈를 에고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함께 조량(잡곡)을 몽땅 먹

어버렸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하늘이 약간 밝아지고

안개는 여전하였다. -(중략)- 별안간 번개가 치고 비

가 내리자 사람들이 겁이 나서 함께 같이 울고 있었

다. 밤이 더 깊어졌을 때, 호수 중에서 3개-5개의 별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보였다. 별안간 폭

발하는 소리가 나자 공중에서 차바퀴만큼 큰 불덩어

리가 떨어지고 수면 위에서 수많은 불꽃이 낮처럼

환하게 밝게 보였다. 포성이 벼락처럼 울리고 파도가

하늘 높이로 크게 일어났다. 이 여섯 사람이 떨며 움

직이지 못하였다. -(중략)- 반시간이 되었고 여섯 사

람이 돌 아래로 피하였다. 유와 복순이 머리를 맞아

피가 나왔고 젖은 옷으로 머리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2시간 지나서 동쪽에 햇빛이 생겼다. 구름이 걷히고

바람도 잔잔해지고 안개는 산봉우리에만 걸려있었다.

-서영순의 말이 진실이고, 그래서 여기에 적는다.”

이는 백두산 천지 칼데라 호수 내에서 발생한 화

산분화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차 바퀴

만한 불덩어리는 화산탄에 해당하는 것이며, 많은 고

온의 화산재와 분출물들이 호수 위로 뿜어져 나와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 천지 호수의 북쪽 호수 가

에서 1903년의 분화물을 식별할 수 있었다. 소규모의

스트롬볼리안 또는 수증기마그마성 분화가 있었음을

지시한다.

랴. 1898년, 1925년 분화 기록: 천지 화산분화:

수증기 분화+수증기마그마성 분화

1898년 러시아의 탐험가가 백두산 정상에 올랐을

때, 화산의 칼데라에서 분화가 있었다는 기록이 탐험

가의 야외조사일지에 남아있다(Garin, 1949). 그의 눈

앞에서 분화가 시작되어 연기와 화산재가 솟아올랐

다. 분화는 작은 규모로, 분출물이 칼데라의 외륜산

Fig. 5. Historical recor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of fallout ash deposition from the 1702 eruption at Mt.

Baekd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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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지 않은 순간적 소분화였다고 한다. 1925년에도

백두산에서 분화가 있었다고 하는 기록을 소련과학원

원동 (遠東)지부가 집필하여 나우카 출판사가 1984년

에 발행한 단행본『동아시아의 화산대』에 기록되어

있다(Pak and Rim, 2010).

결론 및 논의:

역사기록의 화산학적 분석

백두산 지역은 고제3기 올리고세에 동해 형성과

연관된 지구조운동으로 발생한 만주 지역의 열곡형

단층대의 하나인 마안산-백두산-장홍령 단층함몰대를

따라 2회의 간헐적인 현무암 분출이 있었는데, 이는

마안산기(期) 현무암으로 알려있으며 그 K-Ar연대는

28.4 Ma로 보고되었다. 그 후 초기 마이오세(23-15

Ma)에 증봉산기 현무암이 틈새분화로 분출하였으며,

해발고도 1,100 m에서 용암층의 두께 495 m 이상의

용암대지를 형성하였다. 동시에 틈새를 통하여 장백

기 현무암, 내두산기 현무암 등 다량의 현무암이 일

류(溢流) 분출되어 두께 400-700 m의 광활한 용암대

지 즉 개마용암대지를 이루었다(Yun et al., 1993).

플라이오세 말에서 플라이스토세 초기(4.2-0.6 Ma)

에 백두산 일대에서는 틈새식을 수반한 중심식 화산

분화에 의해 광활한 용암고원 및 용암대지를 형성하

였고, 점차 중심식 분화로 바뀌어 천지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넓고 평탄한 용암고원을 이루

었는데, 이 현무암을 군함산기 현무암이라 불렀으나

최근 백산기 현무암이라 부른다. 순상화산체의 사면

경사각은 5-6
o
, 화산체 밑변의 직경은 130-150 km이

며, 분포면적은 약 15,000 km
2
에 이른다.

백두산 순상화산체에서는 다량의 고철질 마그마가

현무암질 용암으로 분출한 후, 마그마의 화학 조성이

규장질 마그마로 변하였다. 후기 플라이스토세 말

(0.6-0.08 Ma)에 규장질 마그마가 대규모로, 여러 번

의 분화를 하여 백두산기 조면암을 형성하였다. 백두

산기 조면암은 장백산맥의 주봉인 백두산체를 구성하

며, 그 화산추는 순상화산체를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조면암질 용암과 화성쇄설물을 반복적으로 분화하여

원추형의 백두산 성층화산체를 형성하였다. 이때 형

성된 성층화산체의 저면의 지름은 20-30 km, 지면 피

복 면적은 약 600 km
2
이며, 정상부의 높이는 대략

3,500 m로 추정된다. 제4기 홀로세에 들어와 성층화

산체의 사면에서 소규모의 스트롬볼리안 분화에 의한

현무암질 화성쇄설구들이 형성되었으며, 홀로세 말기

에 화산체 지하의 마그마방 상부에 휘발성 성분이

집중되고 수증기압이 커지면서 강력한 폭발적인 대분

화가 발생하여 부석을 포함한 다량의 화산재를 뿜어

내고 산정부가 함몰되어 직경 약 5 km 내외의 천지

칼데라를 형성하였다(Yun et al., 1993). 이때 나온

부석층은 백운봉기 부석층으로 명명되어 있으며 황색

부석층은 약 4,000년 전, 그 상부의 회색과 백색 부

석층은 1천 년 전(밀레니엄 분화)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산폭발지수(VEI) 7급의 밀레니엄 분

화에 의한 강하부석층은 백두산 부근에서 최대 두께

73 m에 달하며, 칼데라에서 동쪽으로 멀어짐에 따라

삼포일원에서는 1-30 m, 동해 해저에서는 10 cm 내

외, 일본 홋카이도와 혼수 북부지역에서는 1-5 cm로

남아있으며(Soh and Yun, 1999), 백두산-토마코마이

테프라(B-Tm: Baegdusan-Tomakomai tephra)로 명명

되어 1천 년 전에 분화한 화산분출물의 열쇠층으로

사용되고 있다(Machida et al., 1981, 1990). 강하화

산재의 분화에 수반하여 형성된 화쇄류는 천지 주변

약 60 km까지 흘러 부석층 위를 덮거나 계곡에 퇴적

되었다(Miyamoto et al., 2010). 밀레니엄 분화 이후

에도 수차례의 화산분화가 있었음을 역사기록으로 알

수 있다.

밀레니엄의 폭발적인 대분화 이후에 백두산 화산에

서는 간헐적으로 중·소규모의 분화활동이 26회 이상

있었다. 함경도 지역에서 관찰된 것들도 있지만,

500 km 이상의 원거리에 폭발적인 분화의 충격파가

전파되었거나 화산재가 비처럼 내리는 강하화산재가

관측된 것은 주로 플리니안의 분화가 있었음을 지시

한다(Table 1).

천지 칼데라가 밀레니엄 분화로 최종 형성된 후

그 산정부에 칼데라 호수가 만들어져 담수를 저장하

고 있었으며, 이 물이 지하로 유입되어 상승하는 마

그마와 만나 마그마의 파쇄작용을 촉진하고 폭발력을

더 향상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시대의 분화기

록에는 주로 플리니안 분화에 의한 강하화산재를 위

주로 기술하고 있다.

백두산 천지 칼데라 주변 일대에는 역사시대에 분

화한 화쇄류와 용암류 등이 분포하고 있는 데, 이는

야외 지질조사에서 인지된다. 용암류보다는 화성쇄설

류가 우세하게 분포하며, 백두산 천지 외륜산 바깥쪽

성층화산체의 사면에는 조면암과 알칼리유문암 용암

과 화성쇄설암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동시에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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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형의 침식계곡이 발달한다. 이들 산사면의 상단부

와 골짜기에는 역사시대 강하화산재 및 부석층과 화

쇄류퇴적층이 피복하고 있으며, 식생의 발달이 매우

미흡하다. Fig. 6에서 1668년, 1702년, 1903년에 형

성된 화산 분화물의 분포를 볼 수 있다(Wei et al.,

2013).

그리고 백두산 화산 분출물 확산 예측에 대기흐름

장 평균화가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에서와 같이, 백

두산에서 폭발적인 분화로 발생한 화산분출물의 이류

와 확산 예측 특성을 살펴보면, 2010년 10월 21일의

종관장에서 화산재 방출 후 48시간 동안 화산재의

이동을 분석한 결과(Lee et al., 2012)에서 화산재가

주로 동쪽으로 이동하지만 남쪽으로 이동하여 한반도

의 지상에 침적될 수 있는 것은 주로 방출고도 2 km

이하의 입자들이다. 이들 중의 일부는 백두산 지역에

북동기류가 유입되면 확산 경로를 변경하여 한반도

쪽으로 확산되어 한반도 남부지역에 화산재를 낙하

침적시킬 수 있다(Lee and Yun, 2011). 이 경우 한반

도에 유입되는 강하화산재의 크기는 0.05 mm (또는

50 µm)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큰 입자는 확산에

의한 이동이 작기 때문에 유입가능성은 크지 않다

(Lee et al., 2012). 백두산에서 분화한 화산재가 함경

도 쪽으로 진출 확산되거나 북동기류의 유입으로 한

반도를 향하여 남한으로 확산될 경우, 화산재 구름이

이동하는 경로상의 지역에서는 역사기록에 우회, 토

우 등으로 기록된 것과 같은 화산재의 낙하로 인한

화산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백두산의 역사시대 분화에 대한 좀 더 상세한 화

산학적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언급된

Table 1. Descriptions interpreted as Mt. Baekdusan eruption in historical literatures reported by previous works and in this

study

Eruption activity Volcanic phenomena Eruption type and interpretation

2 Jan. 939 Thundering sound Plinian, explosive eruption

3 Nov. 946 Thundering sound Plinian, explosive eruption

7 Feb. 947 Fallout ash Plinian eruption

5 Mar. 1014 Red abnormal phenomena in air, white ash dispersion in air Vulcanian

15 Apr. 1014 White ash dispersion in air Plinian

27 Dec. 1016 Red abnormal phenomena in air Vulcanian

4 Feb. 1017 Red abnormal phenomena in air, white ash dispersion in air Plinian eruption

 Nov. 1017 White ash dispersion in air, red abnormal phenomena in air Plinian eruption

Jan. 1018 White ash dispersion in air, fallout ash Plinian eruption

Jan. 1019 Red abnormal phenomena in air, white ash dispersion in air Plinian eruption

14 May 1124 Fallout ash (duration: 3 days) Plinian eruption

Jun. 1199 Rumbling (~10 days) precursor Plinian eruption

Oct. 1199 Rumbling, red-black ash cloud Plinian, explosive eruption

6 May 1200 Fallout ash (duration: 2 days) Plinian eruption

28 May 1200 Fallout ash Plinian eruption

15 Apr. 1265 Fallout ash and pumice Plinian eruption

24 Jun. 1373 Fallout ash, elongated pumice fragments (length: 6 to 9~12 cm) Plinian eruption

25 Apr. 1401 Fallout ash, ash cloud, black fragment Plinian eruption

27 Jan. 1403 Fallout ash (thickness: 3 cm, duration: 5 days) Plinian eruption

22 Mar. 1403 Fallout ash Plinian eruption

23 Feb. 1405 Fallout ash Plinian eruption

9 Feb. 1406 Fallout ash (duration: 14 days) Plinian eruption

Mar. 1573 Fallout ash Plinian eruption

7-8 Oct. 1597 Ballistic explosion, ash column rumbling, volcanic earthquake (duration: 3 days) Explosive, vulcanian

21 Oct. 1654 volcanic ash clouds Plinian

2 Jun. 1668 Fallout ash, vulcanian explosion, red abnormal phenomena in air Plinian~vulcanian eruption

20 May 1673 fallout ash Plinian

3 Jun. 1702 Hot air and ash, fallout ash (thickness: 3 cm) Plinian, VEI 5 (volume: 1.2 km
3
)

1898 steam and ash eruption Small phreatomagmatic eruption

May 1903 Fire-ball explosion, rumbling, ballistic impact, (duration: 30 minutes) Phreatomagmatic eruption

1925 Steam and ash eruption Small phreatomagmatic e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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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이외의 우리나라 고대사에 관련된 역사문헌들에

서 분화사건을 유추하게 하는 기록들을 발굴하여 화

산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이들 역사기록들은 백두산 천지 일원의 역사시대

분출물에 대한 지질조사와 함께 백두산의 제4기 근

세 화산학적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자료로 제공

될 것이다.

역사기록에 기재된 분화를 연도별로 종합하면

Table 1과 같이 정리된다. 이들 31건의 화산활동의

각 시기를 하나의 독립 사건으로 보고 그 평균 분화

간격을 알아보면 45±72년으로 나타나며, 화산활동이

빈번하였던 시기를 8개로 그룹화하여 백두산의 분화

간격을 알아보면 대략 138±70년으로 해석된다. 분화

시기를 10-11세기, 13세기, 15세기, 16~18세기, 20세

기의 5그룹으로 나누어 그 분화 간격을 계산하면

230±24년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1925년에 마지막

Fig. 6. Geological map of the top area of Tianchi cone (the Cheonji caldera lake of Mt. Baekdusan), modified from Wei et al.

(2013). The <20 ka ages assigned to some units are specu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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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분화가 있었고, 지구물리탐사 결과 백두산 천

지 칼데라 지하 −10 km(평균해수면 아래) 아래에 4

층의 마그마방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Zhang

et al., 2002), 백두산 천지 칼데라 화산 산정부로부터

지하 −5 km(평균 해수면 아래 −2 km)에 천처 마그마

방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Chae et al., 2013)되었으므

로, 멀지 않은 장래에 분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사

료되며, 이에 대비한 철저한 모니터링 연구가 필요하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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