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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eruptions of Mt. Baekdusan volcano have been recorded in the historical literatures, and there were

unrest precursors in 2002. Based on the geological survey results, it has been recognized that Mt. Baekdusan’s Plinian

eruptions had caused ashfall, followed by the occurrence of pyroclastic flows, which were caused by the collapse of

eruption column. Therefore, we simulated the range of the impacts of pyroclastic flows, which were caused by small

eruptions from a specific crater. Based on the simulation results, it can be interpreted that, when the pyroclastic flows are

caused by the eruption column collapse from an eruption with less than VEI 3, the impacts will range from the outer rim

of the caldera to the mountain slope 7 km at the maximum distance. Furthermore, it is interpreted that, when the eruption

column occurs by the crater located inside the caldera, most will be deposited inside the caldera and what overflows will

be deposited thickly mostly in the north valley, the upper stream region of Erdaobaihe.

 Keywords: Baekdusan, pyroclastic flow, small-scale eruption, volcanic disaster, impact zone.

요 약: 백두산은 역사시대에 다수의 분화 기록이 있으며, 2002년도에 불안정한 전조를 나타내었다. 지질조사 결과 백두

산에서는 플리니안 분화로 인하여 강하화산재 발생 후 분연주의 붕괴로 화쇄류가 발생한 것이 인지되므로, 특정 분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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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소규모 분화에 의한 화쇄류의 영향 범위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화산폭발지수(VEI) 3 이하의 분화가 발

생하여 분연주의 붕괴에 의하여 화쇄류가 발생하면 칼데라 외륜산으로부터 백두산 사면을 따라 최대 7 km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칼데라 내의 분화구에 의한 분연주 발생 시 대부분이 칼데라 내부에 퇴적되거나, 흘러넘칠

경우에는 주로 북쪽 이도백하 상류 계곡에 두껍게 퇴적될 것으로 파악된다.

핵심어: 백두산, 화쇄류, 소규모 분화, 화산재해, 영향지역

서 언

점성이 큰 용암돔의 폭발적인 붕괴나 중력에 의한

붕괴로부터 발생하는 화쇄류는 인명, 재산, 기간시설

등에 영구적인 위협을 가하는, 섭입대의 많은 화산들

에서는 매우 자주 일어나는 화산현상이다. 한편, 플

리니안(plinian) 양식의 폭발적인 대분화로 분화구 위

에 분연주(噴煙柱)가 형성되면 화산재는 바람장에 따

라 이동하여 먼 거리에서 강하화산재로 낙하하거나

일부는 분화구 주변부에 낙하하여 퇴적된다. 분화구

로부터 상승하는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 이 분연주

는 중력으로 인하여 붕괴하게 되어 화산재가 분화구

주변으로 확산 퇴적되면서 화쇄류(화성쇄설류 또는

화성쇄설밀도류)라 부르는 흐름이 발생하기도 한다

(Fig. 1). 최근의 화쇄류 발생은 인도네시아 인구밀집

지역인 자바 섬 중부의 안산암질 화산복합체인 머라

피(Merapi) 화산 꼭대기의 용암돔이 중력에 의해 붕

괴되면서 발생한 것인데, 과거 16회 이상의 분화로

인명 손실이 발생하였고, 353명의 인명피해를 낸 마

지막 분화가 2010년 말에 있었다(Iguchi et al., 2011).

백두산 화산지역(Yun et al., 1993)에는 홀로세 분

화 중에서(Soh and Yun, 1999) 과거 10세기 밀레니

엄 분화에 의해 형성된 화쇄류 퇴적층이 칼데라 내

부와 성층화산체 외부 산사면의 계곡에 매우 두꺼운

층후로 최대 60 km 범위에 까지 퇴적되어 있다. 그

리고 역사시대 기록(Yun and Cui, 1996; Yun and

Lee, 2011; Yun, 2013)에 나타난 분화물들에서도 강

하부석층과 이에 수반된 화쇄류 퇴적층이 동시에 관

찰된다. 2002년도부터 나타났던 화산의 불안정한 상

태(Yun et al., 2007; Yun, 2010; Yun and Lee, 2012;

Xu et al., 2012)가 다시 나타나 향후 백두산에서 폭

발적인 분화가 일어난다면 천지 칼데라 호수에 담긴

20억 톤의 물의 영향으로 폭발적인 분화가 발생할

것이며 뒤이어 화산재를 확산시키는(Lee and Yun,

2011) 분연주의 붕괴로 화쇄류가 발생하고 치명적인

화산재해(Tilling, 1989)를 유발할 것임이 틀림없다.

본 연구에서는 백두산에서의 역사분화 사건 중 가

장 최근인 서기 1903년의 소규모 분화 즉 화산폭발

지수(VEI: volcanic explosivity index) 2-3의 분화사

건을 예로 하여 화쇄류의 확산범위를 Titan2D시뮬레

이션을 통하여 해석하였다.

1903년 분화사건

백두산 천지에서의 1903년 분화 사건이 역사기록

에 남아있다. 즉 天池釣搜 유건봉(劉建封)이 기록한

“장백산강강지략(長白山江崗誌略)”(Lee, 1987) 중에서

서기 1903년(淸나라光緖 29年)의 천지 화산 분화과정

을 묘사한 기록이 있다. 원문을 발췌한 것과 그 번역

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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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Three types of pyroclastic flow generation (modi-

fied from Franci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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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ological map of Mt. Baekdusan, showing the location of 1903 eruption deposits (λQ4

5-3
) (modified from Wei, 2013).

(Legend) 1; Torrent deposits and the 4th fan-shaped debris flow, 2; The 3rd fan-shaped debris flow, 3; 1903 phreatomagmatic

eruption deposits, 4; The 2nd fan-shaped debris flow, 5; 1702 comenditic fallout deposits, 6; 1668 dark trachytic ignimbrite

deposits, 7; 1668 dark grey fallout deposit, 8; The 1st fan-shaped debris flow, 9; Caldera-wall rock fall deposits, 10; 1413 fall-

out deposits, 11; Outer flank dark lahar deposits, 12; Millennium ignimbrite deposits, 13; Millennium white-grey fallout deposits.

Fig. 3. Outcrop (yellow arrow in Fig. 2). of pyroclastic deposits of 1903 eruption at Mt. Baekdusan near the border of China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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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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안내인 서영순이 말하기를 광서 29년 5월에

그 동생 복순, 옥량, 유복 등과 같이 저석파 아래 두

파구에서 사슴 2마리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

다. -(중략)- 여섯 사람이 호수 주위에 눕거나 앉아

있는데, 깊은 밤이 되자 찬바람이 뼈를 에고 배가 고

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함께 조량(잡곡)을 몽

땅 먹어버렸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하늘이 약간 밝

아지고 안개는 여전하였다. -(중략)- 별안간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자 사람들이 겁이 나서 함께 같이 울

고 있었다. 밤이 더 깊어졌을 때, 호수 중에서 3개-5

개의 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보였다. 별

안간 폭발하는 소리가 나자 공중에서 차 바퀴만큼

큰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수면 위에서 수많은 불꽃이

낮처럼 환하게 밝게 보였다. 포성이 벼락처럼 울리고

파도가 하늘 높이로 크게 일어났다. 이 여섯 사람이

떨며 움직이지 못하였다. -(중략)- 반 시간이 되었고

여섯 사람이 돌 아래로 피하였다. 유복과 복순이 머

리를 맞아 피가 나왔고 젖은 옷으로 머리를 동여매

었다. 그리고 2시간 지나서 동쪽에 햇빛이 생겼다.

구름이 걷히고 바람도 잔잔해지고 안개는 산봉우리에

만 걸려있었다. 서영순의 말이 진실이고, 그래서 여

기에 적는다.”

이는 백두산 천지 칼데라 호수 내에서 해 뜨기 2

시간 전의 새벽에 약 30분 동안 발생한 화산분화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차 바퀴만한 불덩

어리는 화산탄에 해당하는 것이며, 많은 고온의 화산

재와 분출물들이 호수 위로 뿜어져 나와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 포성이 벼락처럼 울린 것은 폭발적인

분화의 모습을 서술한 것이다. 튀어나온 돌에 머리를

맞아 피가 나왔다는 것은 분화구로부터 폭발적으로

튀어나와 탄도비행한(ballistic) 화산탄(火山彈)이나 화

산력(火山礫)에 의한 직접적인 인명 피해로 해석된다.

천지 호수의 북쪽 호수 가에서 1903년의 분화물을

식별할 수 있었다(Fig. 2 and 3). 소규모의 불카니안

또는 수증기마그마성 분화가 있었음을 지시한다. 이

는 백두산 천지 칼데라 내에서 발생한 비교적 소규

모의 화산 분화 사건으로 해석된다.

 TITAN2D 수치 시뮬레이션

백두산에서 중력에 의하여 붕괴된 분연주로부터 발

생하는 화쇄류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우리는 미

국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의

Geophysical Mass Flow Group에서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TITAN2D 지구물리적 밀도류 모델을 사용

하였다. TITAN2D 컴퓨터 프로그램(Patra et al.,

2005)은 Savage and Hutter (1989), Iverson (1997),

Iverson and Denlinger (2001), Denlinger and Iverson

(2001), Mageney-Castlenau et al. (2003)을 토대로,

비압축성 쿨롬(Coulomb) 연속체, ‘천수’ 입자류에 대

한 깊이-평균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 모델

은 공개된 GRASS GIS 인터페이스에 의해 지원되는

자연 지형 수치고도자료 즉 자연 그대로의 수치고도

모델(DEM) 위에서 입자류를 수치 시뮬레이션하는

‘thin layer model’에 기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TITAN2D User Guide, 2007). 질량과 모멘트에 대

한 보존 공식은 매질 입자와 입자상 물질 및 기저면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쿨롬 방식 마찰 항으로 해

결된다(Pitman et al., 2003). 이 모형은 최초 위치 좌

표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지정하는 높이, 너비 및 두

께를 가진 포물면체 더미로서 유동을 시작한다고 가

정한다. 기타 두 개의 입력 변수는 내부 마찰각과 층

저 마찰각이다. 직접적 출력에는 흐름의 깊이 및 모

멘트가 있는데 이는 흐름 동안 각각 다른 위치와 시

간대에 관측될 수 있는 필드 변수들, 예를 들면 최대

높이, 범람지역 및 유동 속도와 시간 등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TITAN2D

코드는 각기 다른 더미들과 끊임없는 유동 소스의

조합(즉, 다중 붕괴 사건들)을 사용하여 특정 속도로

특정 기간 동안 지표로부터 강력하게 분출하는 물질

의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TITAN2D 코드는 많은 화산들에서 화쇄류, 암설사

태(debris avalanches) 그리고 라하르(lahar)의 시뮬레

이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다. 화쇄류에 대한 예

로는 코스타리카 아레날 화산(Berrocal and Malavassi,

2006), 뉴질랜드의 타라나키 화산(Procter et al.,

2004a), 멕시코 콜리마 화산(Bursik et al., 2005;

Rupp et al., 2006), 타카나 화산 복합체(Mur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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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b), 엘 치촌 화산(Macias et al., 2008), 세로 마

킨 화산(Murcia et al., 2008a), 몬 세라트의 수프리에

힐즈 화산(Widiwijayanti et al., 2007; Ogburn et al.,

2008; Hidayat et al., 2008), 에콰도르 툰구라후아 화

산(Stinton, 2008), 인도네시아 자바의 머라피 화산

(Charbonnier and Gertisser, 2009) 등이 있다. 암설사

태에 적용한 예로는 미국 레이니어 산(Sheridan et

al., 2005), 멕시코의 호코티틀란 화산(Groppelli et

al., 2008), 네바도 델 토루카 화산(Grieco et al.,

2007) 등이 있으며, 라하르에 적용한 예로는 멕시코

의 포포카테펠트 화산(Munoz et al., 2004), 타카나

화산 복합체(Murcia, 2008), 페루의 미스티 화산

(Delaite et al., 2004; Stinton et al., 2004), 뉴질랜드

의 루아페후 화산(Procter et al., 2004b; Cronin et

al., 2004) 그리고 몬 세라트 군도의 화산(Darnell et

al., 2008) 등이 있다.

컴퓨터 코드의 입력 변수는 시뮬레이션 시간, 최종

퇴적층의 최소 층후, 내부 마찰각 및 층저 마찰각,

출발점의 좌표(분화구의 위치), 흐름의 최초 속도와

방향 등이다. 부가적으로 프로그램은 정점에서의 면

적과 그 층후 즉 분연주의 부피 또는 역동적인 유동

의 근원물(분출율, 분출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출

발하는 물질의 영역 형태)을 정의할 수 있다. 프로그

램의 산출물은 역학적인 표현으로서의 모멘트와 흐름

깊이(두께)이다. 이러한 산출물들은 퇴적 한계, 흐름

의 경로, 평균 유동속도, 추정 퇴적두께, 이동시간 등

을 나타낼 수 있다.

소규모 분화에 의한 화쇄류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중심 분화구로부터 플리니안 분화에 의하여 형성되

는 분연주의 붕괴에 의하여 발생한 화쇄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찾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중심 분화구로

부터 정동 방향에서부터 45
o
씩 이동하면서 8개의 방

향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각각의 퇴적층의 두께

와 확산 영역을 알아보아야 한다. 그러나 백두산 천

지 칼데라 화산에서는 분화구의 위치가 칼데라 내부

에 위치하는가 아니면 칼데라 외륜산 외측 산사면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화쇄류의 확산 및 퇴적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화쇄류를 분화하는 분화구가 천지 칼데라

외륜산의 바깥쪽 산사면에 위치하는 경우(Table 1에

서 A와 E), 칼데라 내 호숫가와 천지 중심부에 분화

구가 위치하는 경우(Table 1에서 B, C, D), 그리고

외륜산이 북쪽으로 터진 장백폭포 남쪽 승차하 골짜

기(Table 1에서 F) 등 6곳의 분화구 위치를 설정하였

다. 특히 분화구 위치 B는 1903년 분화의 화산중심

이 위치하는 곳이며, D는 천지 칼데라 서쪽 서파 전

망대 아래의 천지 물가 분화구 근처로 설정하였다

(Fig. 3). 각 분화구의 UTM 좌표는 Fig. 4와 같다.

1903년과 같은 소규모의 분화를 가정하여 화산폭

발지수 2-3의 분화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했을 때의 화

쇄류의 확산 범위(퇴적 한계, 흐름의 경로), 추정 퇴

적 두께를 알아보았다. 입력조건들은 Table 1과 같다.

우리는 플리니안 분화에 의한 분연주의 붕괴에 의

하여 발생한 화쇄류의 체적을 2.5×10
7
-4.9×10

7
 m

3

(0.025-0.049 km
3
)로 가정하였다. 화산폭발지수 3에서

의 통상적인 분연주의 최대 높이는 3-5 km로 알려져

있지만, 분연주가 중력에 의하여 붕괴가 발생하는 높

이는 1,000 m와 2,000 m로 가정하였으며, 화쇄류 발

생량은 붕괴되는 분연주의 높이에 따라 각각 2.5×10
7

m
3
과 4.9×10

7
 m

3
로 설정하였다. 분화구의 직경은 대

략 250 m로 가정하였다.

현재 지구상에서 알려진 7,742개의 화산체 중 92%

Fig. 4. Location of craters for simulation at Mt. Baekdu-

san. The crater A and E is located on the outer flank from

the somma, B and D on the inner slope of the somma, C in

the center of the Cheonji caldera, and F near the northern

valley of Cheonji caldera. (A (X, Y): 424620, 4653200; B

(X, Y): 423700, 4652500; C (X, Y): 422100, 4650900; D

(X, Y): 420500, 4649500; E (X, Y): 420100, 4648650; F

(X, Y): 422000, 4654300). (X, Y): 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Coordin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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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화산들이 화산폭발지수 3 이하이고 이

들로부터 관찰에 의해 경험적으로 알려진 분화지속시

간이 1시간 이내이므로(Siebert et al., 2010), 분화가

1시간 동안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시간

은 3,600초로 설정하였다.

내부마찰각은 포물면체형의 물질이 중력에 의하여

붕괴되어 자체하중으로 하부로부터 주변으로 물질이

퍼져나갈 때 자연적인 지형의 경사면의 값에 근거하

는 것이다. 많은 화산체들에서 시뮬레이션에 적용하

는 내부마찰각은 최소 15
o
에서 37

o
에 이르는 넓은 범

위(멕시코 콜리마 화산에서 37
o
 (Bursik et al., 2005;

Rupp et al., 2006), 몬세라트 수프리에 힐즈 화산에

서 15
o
-25

o
 (Widiwijayanti et al., 2007; Hidayat et

al., 2008)를 적용하고 있다. Sheridan et al. (2005)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이 상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는 주변 지형에 그리 민감하지 않다고 말하였다. 층

저마찰각은 분연주가 붕괴되어 화성쇄설밀도류가 사

면을 따라 흘러갈 때 최소각의 경사면에 적용되는

값이다.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대략 10
7
m

3
의 화쇄

류가 흘러갈 때 가장 적절한 값의 범위를 25
o
-16

o
로

가정하였다. 분화구의 직경은 2.5×10
7
-4.9×10

7
 m

3
의

분출물이 방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Sato and Taniguchi

(1997)의 분출물 체적과 분화구 직경과의 관계 도표

에 근거하여 250 m로 가정하였다.

화쇄류가 발생하였을 때, 초기 속도는 위치 에너지

와 운동 에너지의 관계로부터 간단하게 구할 수 있

는데, 일반적으로 초기 속도는  (g는 중력가속

도, h는 붕괴 높이)로 주어진다. 본 연구에서 플리니

안 분연주 붕괴가 1,000 m 고도에서 발생한다면 초

기 속도는 140 m s
−1

 정도 일 것으로 간주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1903년 분화의 예를 VEI=3을 적

용하여 시험 적용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백두산에서 플리니안 또는 불카니안 분화의 분연주

붕괴에 의하여 화쇄류가 발생하였을 때, 흐름의 내부

마찰각은 30
o
와 25

o
로 설정하여 비교하였으며, 층저

마찰각은 25
o
와 16

o
로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분연주

의 높이는 1,000 m와 2,000 m, 분화구 직경은 250 m,

분출물의 양은 2.5×10
7
 m

3
와 4.9×10

7
 m

3
로 하여 분

화구의 위치에 따라 분화구로부터 분화하여 분연주의

붕괴에 의해 확산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분연주 붕괴

에 의해 발생한 화쇄류들은 칼데라 내부를 먼저 채

우면서 퇴적되고 나머지 양은 결국 화성쇄설밀도류를

형성하여 승차하를 지나 장백폭포, 이도백하(북쪽) 방

향으로, 또는 분화구 주변의 산사면을 따라 산능선과

계곡을 채우면서 확산 이동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칼데라 내부를 채우고 인근 사면 골짜기와

그 주변을 채울 것이다.

시뮬레이션 1-4는 분화구가 천지 칼데라의 외륜산

북동쪽 사면에 위치하였다고 가정하고, 흐름의 내부

마찰각과 층저마찰각은 시뮬레이션 1에서 각각 30
o
와

25
o
로, 시뮬레이션 2에서 30

o
와 16

o
로, 시뮬레이션 3

에서 25
o
와 16

o
를 설정하여, 시뮬레이션 1과 2를 통

해 내부마찰각의 변화에 대한 결과의 차이를 비교하

고, 시뮬레이션 2와 3을 통해 층저마찰각의 변화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3과 4의

내부마찰각 및 층저마찰각은 동일하게 설정하고 분연

주의 붕괴높이를 1,000 m와 2,000 m인 경우로 나누

어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1의 결과, 분연주로부터

붕괴된 화산재가 천지 칼데라 내부의 외륜산 내측

절벽 부근에 화쇄류로 약 5 m로 퇴적되고 일부는 천

지 칼데라에서 흘러넘쳐 나가 승차하로 빠져나가 이

동하여 북쪽으로 이도백하 계곡에 5 m의 두께로 퇴

적되었다. 분화구 주변 사면에서는 북동쪽으로 약

6.5 km까지 흘러 얇게 퇴적되었다. 층저마찰각이 16
o

2gh

Table 1. Input parameters for simulation at Mt. Baekdusan for small scale eruption

Simulation 

Number

Vent location

in Fig. 4

Internal Friction Angle

(
o
)

Bed Friction Angle

(
o
)

Height of column collapse

(m)

Diameter of vent

(m)

Volume

(m
3
)

1 A 30 25 1,000 250 2.5×10
7

2 A 30 16 1,000 250 2.5×10
7

3 A 25 16 1,000 250 2.5×10
7

4 A 25 16 2,000 250 4.9×10
7

5 B 25 16 2,000 250 4.9×10
7

6 C 25 16 2,000 250 4.9×10
7

7 D 25 16 2,000 250 4.9×10
7

8 E 25 16 2,000 250 4.9×10
7

9 F 25 16 2,000 250 4.9×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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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p showing the inundation area and thickness resulting from TITAN2D simulations of pyroclastic flow formed by col-

umn-collapse at craters A, B, C, D, E, and F of Mt. Baekdusan. Conditions of simulation are shown in Table 1. By simulation

1, we obtained the result that most of the pyroclastic flows have deposited inside the caldera, and some of the rest has depos-

ited in the Erdaobaihe river valley. By simulation 2, compared with simulation 1, the basal friction angle decreased and there-

fore a small amount of pyroclastic flows has deposited inside of the Cheonji caldera and a thick layer of pyroclastic flows has

deposited on the northeast slope. By simulation 3, conducted with a different internal friction angle from simulation 2, the very

similar results to those of simulation 2. By simulation 4, compared with simulation 3, the volume of volcanic products has dou-

bled and the damage impact range and the volume of depositions have increased. Impact areas are likely to be affected by pyro-

clastic flows from the outer rim of the caldera to flank of the mountain 7km at the maximum distance. As to simulations 5 and

7, most of the pyroclastic flows have deposited inside the caldera and some of the products that overflowed have dispersed thin

along the outer slope of the somma. By simulation 6, most of the pyroclastic flows have deposited inside the caldera and some

pyroclastic flows that overflowed the somma have filled the valley. As to simulation 8, we got the similar results to simulation

4. In other words, the pyroclastic flows have deposited thickly inside the Cheonji caldera, and some of the rest has flowed along

the southwest slope and deposited thickly in the valley. As to simulation 9, some pyroclastic flows have deposited thinly inside

the Cheonji caldera, and most of them have flowed and dispersed toward north and have filled the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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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뮬레이션 2의 결과는, 천지 내부에는 소규모로

퇴적되었으며, 주로 산사면을 따라 북동쪽으로 흘러

부석림 계곡에서는 5 m의 두께로 퇴적되었다(Fig. 5).

내부마찰각만을 다르게 설정한 시뮬레이션 3은 시뮬

레이션 2와 매우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Sheridan

et al. (2005)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내부마찰각 상

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하여

그리 민감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 같이, 분화물의 영

향 범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 4는 시뮬레이션 3의 설정과 비교하였을

때 분연주의 높이가 2배가 되어 결과적으로 붕괴되

는 분화물의 양이 2배로 증가하였는데, 분화물의 양

이 많을수록 천지 외륜산 내측에 퇴적되는 양이 조

금 더 두터우며, 대부분은 산사면을 따라 흘러가면서

인근 계곡에 두꺼운 층후로 퇴적되면서 그 영향 범

위가 더 넓어짐을 볼 수 있었다 즉 분화구로부터 산

사면을 따라 확산 범위가 칼데라로부터 북동쪽을 중

심으로 북쪽과 동쪽으로 약 7 km에 까지 이르렀다.

분화구가 천지 칼데라 내부 호숫가에 위치하는 시

뮬레이션 5와 7에서는 화쇄류의 대부분은 천지 칼데

라 내부에 5 m의 두께로 퇴적되며, 분화구 외측의 산

사면을 따라 50 cm 이내의 얇은 두께로 화쇄류가 약

6 km까지 확산되어 퇴적된다.

분화구가 천지 칼데라 중앙부에 위치한 시뮬레이션

6에서는 대부분의 화쇄류가 천지 칼데라 내부에 퇴적

되었다. 북쪽으로 터진 승차하를 통과하여 흘러넘친

일부 화쇄류만이 이도백하 상류에 5 m 두께로 소규

모 면적으로 퇴적되었으며, 외륜산릉을 넘어간 일부

화쇄류만이 송강하 상류 계곡을 채우면서 엷게 퇴적

되었다(Fig. 5).

시뮬레이션 8의 분화구 위치는 시뮬레이션 1-4처럼

외륜산 바깥쪽 남서방향의 산사면에 위치하는데, 시

뮬레이션 4와 같이 천지 내부에는 비교적 두껍게 퇴

적되었으며, 주로 산사면을 따라 남서쪽으로 흘러 송

강하 상류와 두도송화강 상류 계곡에서 5 m의 두께

로 두껍게 퇴적되었으며 영향 범위는 약 7 km에 이

른다. 즉 시뮬레이션 1-4, 8의 경우와 같이 백두산에

서 분화구가 칼데라 외륜산의 바깥쪽 사면에 위치하

면 분화구가 위치한 방향의 산사면을 따라 화쇄류가

확산되고 일부는 외륜산을 넘어서 분화구내의 절벽

가까운 곳에 퇴적된다.

시뮬레이션 9는 분화구가 승차하 계곡 부근에 위

치하는 경우로, 화쇄류가 천지 내부에는 얇게 퇴적되

었으며, 대부분 북쪽 이도백하 쪽으로 흘러 계곡을

두껍게 채우면서 북쪽 방향으로 약 6 km 정도 확산

되었다.

칼데라 외륜산 바깥쪽 산사면에서 분화한 경우 화

쇄류는 사면을 따라 약 7 km 이내까지 얇게 확산되

며, 골짜기에서 두꺼운 층후를 나타낸다. 반면, 천지

칼데라 내부 호숫가에서 분화한 경우 천지 칼데라를

우선적으로 5 m 이상 채우고, 분화구가 위치한 방향

쪽으로 외륜산을 넘어 산사면을 따라 확산되어 최대

약 6 km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칼데라 중앙부에

서 분화하면 우선적으로 칼데라 충진화쇄류로 대부분

칼데라 내부에 퇴적됨을 볼 수 있다(Fig. 5).

중규모, 대규모, 거대규모 분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도 방재 차원의 재해예상 범위를 예측하기 위하여

계속 연구해야 한다.

결론 및 논의

백두산은 2002년 여름부터 2006년 초까지 화산성

지진이 급증하고, 2009년까지는 지표면 변형 즉 천지

칼데라 외륜산릉이 융기하다가 그 이후 침강하는 등

화산학적으로 불안정한 전조를 보였다. 과거 역사시

대 분화의 대부분은 플리니안 분화에 의하여 강하화

산재를 형성한 후 뒤이어 분연주의 붕괴로 화쇄류가

발생하였으며, 또는 불카니안 분화를 한 기록들이 다

수 발굴되었으며 향후 백두산에서 분화가 발생한다면

이와 동일한 형식의 분화를 반복할 것으로 추측된다.

백두산 천지 칼데라 화산에서 분연주의 붕괴로 발

생 가능한 화쇄류의 영향 범위 및 퇴적 두께를 알아

보기 위하여 화산폭발지수 3의 분화사건을 예로 들

어 알아보았다. 플리니안 분화에 의한 분연주의 붕괴

로 발생한 화쇄류 흐름에 대하여 내부마찰각을 30
o
와

25
o
, 층저마찰각을 25

o
와 16

o
, 분연주의 높이를 1,000

m와 2,000 m, 분화구 직경을 250 m, 분출물의 양을

2.5×10
7
 m

3
, 4.9×10

7
 m

3
로 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

분화구가 칼데라 외륜산 산사면에서 위치하는 경우,

천지 칼데라 외륜산으로부터 약 7 km 이내까지 화산

재가 확산되며, 골짜기에서 두꺼운 층후를 나타낸다.

천지 칼데라 내부 호숫가에서 분화한 경우 천지 칼

데라를 우선적으로 5 m로 채우고, 나머지 양은 분화

구가 위치한 방향 쪽으로 외륜산을 넘어 산사면을

따라 확산되어 최대 약 6 km까지 영향을 미친다. 칼

데라 중앙부에서 분화하면 우선적으로 칼데라 충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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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류로 퇴적됨을 볼 수 있다.

1903년의 분화물은 칼데라 내부 북동부 외륜산 안

쪽 호숫가에서만 3 지점에서 인식되었으며(Fig. 2),

외륜산 바깥쪽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분화구의

위치는 천지 내부로 해석되며, 이는 역사기록에서 관

찰된 것과 조화적이다. 따라서 1903년의 분화물이 발

견된 위치와 분화구의 위치가 가장 가까운 시뮬레이

션 5(분화구 위치 B)의 결과가 1903년의 분화와 가

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천지수면 위의 분화물

은 유실되었고 호숫가에 일부만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 분출물의 분포 및 지층의 자세로부터 정확한

분화구의 위치를 추정하고, 시뮬레이션의 입력 상수

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백두산에서의 화쇄류의 확산 범위를 정확하게 예측

하기 위해서는 화산폭발지수 별 입력 상수를 변화시

키면서 경계조건을 차별화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하

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질조사를 통하여 역

사시대 분출물의 분포와 분출량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향후 폭발적인 분화에 대비한 화쇄류의 영향 범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화산폭발지수 별 화쇄류의 영향 범위를 계산하여 비

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자료가

충분하게 구축되면 백두산에서 화쇄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근 지역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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