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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Baekdu which located the border of North Korea and China, is known as a potentially active volcano in a

typical mountainous terrain. A lahar on the volcanic area is one of the important hazard that can cause the loss of

life and property damage. In order to comprehensively address the impact of lahar hazard at Mt. Baekdu, we

simulated lahar inundation area using Laharz_py. We assumed 750 m of additional elevation for DEM to draw

proximal hazard zone boundary (PHZB) of Mt. Baekdu that H/L ratio are selected 0.10. And lahar volumes for

simulation were estimated to 1×106, 5×106, 1×107, 5×107, 1×108, 5×108, 1×109 m3, respectively. In the results, 15

streams are located near a proximal hazard zone boundary, Amnok (Yalu) river (south), Toudaosonghua river,

Jinjiang river and Huapi river (west-southwest), Songjiang river, Xiaosha river, Caozi river and Sandaosongjian

river (west-northwest), Toudaobai river, Erdaobai river and Sandabai river (north), Wudaobai river-1, -2, -3

(northeast) and Duman (Tumen) river (eas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make a hazard

map for reduce the damage that can be caused by volcanic hazards occurred on Mt. Baek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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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의 국경에 위치한 백두산은 전형적인 산지 지형으로 잠재적 분화 가능성이 있는 화산이다. 화산지대에

서 발생하는 라하르는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주요 화산 재해 중 하나이다. 백두산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라하르에 의한 영향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Laharz_p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침수영역을 수치모의 하였다. 백

두산의 근위위험지역경계(proximal hazard zone boundary; PHZB)를 설정하기 위하여 수치표고모델(DEM)에 추가적

인 750 m의 고도를 가정하여 수치모의에 필요한 H/L비를 0.10으로 설정하였다. 수치모의를 위하여 발생 가능한 라하

르의 부피를 각각 1×106, 5×106, 1×107, 5×107, 1×108, 5×108, 1×109 m3으로 설정하였다. 수치모의 결과, 압록강(남

쪽), 두도송화강, 금강하, 화피하(이상 서-남서쪽), 송강하, 소사하, 조자하, 삼도송강하(이상 서-북서쪽), 두도백하, 이도

백하, 삼도백하(이상 북쪽), 오도백하 및 그 지류에 해당하는 3개의 하천(북동쪽), 그리고 두만강(동쪽) 등 15개의 하

천이 근위위험지역경계에 위치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백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산 재해에 의한 피해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재해위험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주요어 : 백두산, 라하르, Laharz_py 수치모의, 근위위험지역경계, 도달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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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백두산은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으로, 최고봉인 장군봉은 해발고도 2,750 m에 이른다.

백두산이 위치하는 백두산화산지대(Mt. Baekdu

volcanic field)는 18,350 km2 면적의 개마용암대지와

순상화산체, 그리고 백두산 성층화산체를 포함한다. 백

두산 꼭대기에는 직경 약 5 km의 함몰칼데라 내에

‘천지(天池)’라는 장경 4.4 km × 단경 3.37 km, 면적

9.82 km2의 산정 호수를 가지고 있는데, 천지 수면의

평균 해발고도는 2,189 m, 최대 수심 374 m이고(Yun

et al., 1993), 여기에 담긴 물은 약 20억 톤에 이른다

(Kim et al., 2014). 

북한 량강도(兩江道) 삼지연군(三池淵郡)과 중국 지

린(吉林)성과의 국경에 위치하는 백두산은, 그동안 화

산활동이 정지된 화산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2002년

6월말 이후 다양한 분화의 전조들이 나타남에 따라 백

두산의 미래 분화 시점에 대한 방재 매뉴얼 작성의 필

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서기 946년의 밀레니엄 대분화

(화산폭발지수 7)로부터 31건 이상의 화산 분화사건이

역사기록에서 발굴되었으며(Yun, 2013), 대부분 화산재를

분화하여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키면서 강하화산재를 발

생시킨 폭발적인 플리니안 분화 사건이 많았다. 마지

막 분화사건인 1903년의 기록은 천지 내에서의 수증기

마그마성 분화 또는 불카니안 분화에 의한 기록이었다.

2002년 6월말 이후 10여 년 간의 다양한 관측 자료

를 바탕으로 백두산 하부 맨틀구조의 변화가 감지되었

고, 화산성 지진활동의 급증, 화산체 내부의 사면붕괴,

화산 가스에 의한 수목의 고사, 지표면의 팽창, 융기

및 침강, 온천수의 수온 상승 등 현상학적으로 다양한

분화 가능성을 나타내는 전조가 관측되었다(Yun et al.,

2007; Yun and Lee, 2011 & 2012; Xu et al., 2012).

역사시대의 분화 기록과 2002년에 나타난 화산 분화

전조현상 등으로부터 백두산은 잠재적인 분화가능성을

가진 활화산으로 평가된다. 잠재적인 분화가능성을 가

진 화산체로서 갑작스런 화산 분화 시 느슨하게 퇴적

된 화성쇄설물과 물이 만나면 라하르(lahar)를 발생시

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백두산에서 라하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Laharz_py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전 수치모의

를 통해 그 영향 범위를 파악함으로써 근접화산재해로

부터 야기될 수 있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

는 데 목적이 있다. 또 본 연구 결과는 백두산에서 라

하르에 대비한 근접화산재해 방재 대책 수립 및 라하

르 재해-분대지도(Hazard zone map) 작성을 위한 기

초자료로 제공 되어질 것이다.

2. 라하르와 Laharz_py프로그램

2.1. 대표적인 라하르 재해 현상 고찰

화산 활동의 이차적 영향 중 가장 심각한 것의 하나

는, 인도네시아 이름으로 ‘라하르’라고 알려진, 암설류

와 화산이류이다(Gerrard, 1990). 라하르는 거대한 양

의 느슨한 화산재와 다른 테프라들에 물이 흠뻑 스며

들어 불안정하게 되어 갑자기 화산체 사면의 내리막으

로 이동할 때 발생한다. 암설류는 입자가 더 굵다는

점에서 화산이류들과 차이를 보인다. 암설류 입자들의

반 이상이 모래 입자들보다 더 크다. 화성쇄설류와 달

리, 라하르는 직접적인 화산분화 없이 발생할 수 있으

며, 일반적으로 낮은 온도의 흐름을 말한다(Scott,

1988; Newhall et al., 1997). 

뜨거운 화산 물질은 비교적 작은 분화에 의해 발생

한 경우에도 화산에 있는 많은 양의 눈과 얼음을 재빠

르게 녹일 수 있다. 그 결과 화산 측면을 침식시키는

용융된 물의 홍수가 생성되어 암설류가 형성된다. 화

산 암설류는 축축한 콘크리트와 유사한 농도를 가지는

세립의 퇴적물과 큰 암석들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혼합물이다. 암설류는 1985년 콜롬비아 아르메로

(Armero) 시를 파괴한 것과 같이, 암설류가 형성된 화

산의 측면에서 계곡 아래쪽으로 수십 km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위험한 것으로 여겨진다. 콜롬비아

북서쪽에 위치한 네바도 델 루이스(Nevado del Ruiz)

화산은, 남아메리카 서부 태평양 연안 길이에 달하는

안데스 섭입대 위에 발달된 성층화산이다. 1985년 11

월에 이 화산이 분화하여 대기 중으로 약 30 km 높

이의 플리니식 분연주를 뿜어내었다. 화성쇄설류에 의

해 촉발된 분연주의 연속적인 붕괴는, 산 정상부의 빙

하를 녹여 엄청난 양의 물을 방출하였다. 화성쇄설성

암설과 혼합된 홍수 물은 고밀도의 슬러리를 형성하면

서 시속 100 km의 속도로 강 계곡들을 따라 이동하

면서 그 이동 경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렸다.

암설류가 아르메로가 위치해 있던 곳으로부터 45 km

하류 쪽의 계곡 입구에 도달할 때 즈음, 그 흐름의 양

은 4배 증가했으며, 최대 너비는 50 m에 달했다. 아

르메로 시는, 인구의 4분의 3인 약 21,000명의 사람들

이 목숨을 잃으면서,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다(Voight,

1990; Witham, 2005).

거대한 화산이류는 역사시대뿐만 아니라 선사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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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발생하였는데, 미국 북서부 태평양 연안지역의 캐

스케이드 산맥에 위치한 화산들의 사면들에서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 화산이류들 중 오세올라

(Osceola) 화산이류와 일렉트론(Electron) 화산이류는

레이니어산(Mount Rainier)에서 시작되었다. 대략

5,600년 전의 오세올라 화산이류는 1.9 km3의 퇴적물

을 화산으로부터 80 km 이상의 먼 거리까지 이동시켰

다. 그보다 500년 정도 더 젊은 퇴적물인 일렉트론 화

산이류는 화산으로부터 약 56 km까지 이동하였다

(Crandell, 1971). 비슷한 흐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

을 거라는 보장이 없음에도, 이러한 오래된 흐름들이

퇴적된 지역에 지금 수 십 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

다. 푸짓 사운드(Puget Sound) 남동쪽 많은 지역들이

마운트 레이니어로부터 발생 가능한 암설, 진흙, 용암

또는 화성쇄설류의 잠재적 위험에 놓여있다(Cakir and

Walsh, 2012). 

2.2. Laharz_py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라하르나 다른 화산활동에 의해 잠재적으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의 예측을 표현하고자 화산

재해-분대지도를 작성하기도 한다(Lavigne, 1999;

Major et al., 2001). 이것은 개발 계획이나 발생 가능

한 사건의 대응에 사용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미치

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Yun and

Chang, 2016). 화산에서 재해-분대지도는 일반적으로

화산체 전체 또는 대부분을 포함하는 근위(近位)위험지

역(Proximal hazard zone)을 포함한다. 이 근위지역은

화성쇄설류(火碎流), 암설류(岩屑流), 용암류와 탄도 비

행하여 튀어나온 분석(噴石) 등과 같은 다양한 과정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 원위(遠位)위험지역

(Distal hazard zone)은 화산체를 둘러싼 근위위험지역

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라하르가 도달하여 잠재적으로

침수될 수 있는 지역을 나타내는 하도를 따라 멀리까

지 확장된다(Yun and Chang, 2016).

재해-분대지도의 제작을 목적으로, Iverson et

al.(1998)은 신속하게 재현할 수 있고 객관적인 침수

(Inundation) 및 도달범위를 예측하는 경험 및 통계기

반의 예측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또한 멀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위 라하르는 근위 소스로부터 발

생한 것으로 가정하였고, 산정상부나 화산 사면의 높

은 곳에 위치한 호수의 붕괴에 의한 발생한 홍수, 화

성쇄설류, 암석사태나 얼음눈사태 등으로부터 전형적으

로 진화하여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라하르에 초점을 맞

추었다. 비록 라하르가 하류 쪽으로 이동하면서 성분

과 크기가 진화하긴 하지만 Iverson et al.(1998)의 가

장 중요한 가정은 최대 라하르 방출량으로부터 계곡

단면적의 최대 침수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작은 단면적을 가지는 라하르 퇴적층보다

는 위험지역의 윤곽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데 더 크고

일차적인 관심을 두었다(Yun and Chang, 2016).

Schilling(2014)에 따르면, Laharz의 최신 버전인

Laharz_py는 PythonTM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작되었

으며, ArcGIS(10 혹은 그 이후 버전, Environmental

Systems Research Institute(2012))에서 ArcMap toolbox

에 포함된 7개 스크립트의 세트(이하 도구)로 작동한

다. 7개의 도구는 각각 연산을 위한 추가 래스터 데이

터셋을 생성(Create surface hydrology rasters), 사용

자가 정의한 역치를 사용하여 신규 표면 수계를 생성

(Generate new stream network), 근위위험지역 생성

(Hazard zone proximal), 사용자가 입력한 부피로부터

계산된 침수가능지역(원위위험지역)을 생성(Lahar distal

zones), 사용자가 입력한 부피로부터 계산된 침수가능

지역과 함께 사용자가 선택한 신뢰도에 따라 변화되는

2개의 침수지역표시(Lahar distal zones with conf.

levels), 각각 다른 침수유역을 결합(Merge rasters by

volume), 그리고 래스터를 벡터 데이터 셋으로 변환

(Raster to shapefile) 등이다(Yun and Chang(2016)의

Fig. 1). 이들 도구 중 3개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초기

데이터 셋을 준비하며, 2개는 모의하고자 하는 발생 가

능한 라하르를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학적 기반의 실험

Fig. 1. Proximal hazard zone boundary (PHZB) with H/L

ratios at the Mt. Baekdu (Baekd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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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을 사용하며, 나머지 2개는 데이터 세트를 다른

포맷으로 변환하는 기능이다. Laharz_py는 잠재적인

침수영역을 모의하기 위하여 재설계된 알고리즘을 사

용한다(Yun and Chang, 2016). Laharz_py가 기존

Laharz 프로그램에 비하여 개선된 점에 대하여 Yun

and Chang(2016)에 상세하게 기술되어있다.

3. 백두산의 H/L비

H/L비는 근위위험지도경계를 산정하는 중요한 요소

이다. 근위위험지도경계(Proximal hazard zone boundary;

PHZB)는 화산 분화 시 라하르의 흐름 특성과 관계없

이 화구 주변에서 위험 영향을 미치기 쉬운 영역을 표

현하는 지표이다. 

Jung et al.(2013)은 백두산 분화로 인한 화산이류

모델링을 위한 LAHARZ의 적용 연구에서 H/L비를

Wan et al.(2012)이 에너지-선 모형(Energy-line model)

을 이용하여 산정한 0.07로 가정하여 사용하였다. Kim

et al.(2014)은 LAHARZ를 이용한 백두산 화산이류

시나리오 모의분석 연구에서 백두산의 H/L비를

0.05~0.10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Yun et al.(2016)은

백두산 성층화산체 지역의 H/L비를 지형을 고려하여

계산하여 0.07과 0.09로 산정하여 시나리오 기반 수치

모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백두산의 천

지 칼데라 외륜산의 최고 높이인 2,750 m로부터 주변

사면에서의 경사를 고려하여 H/L비를 계산하여 적용

하였다. 

그러나 백두산 산정부에는 직경 5 km의 칼데라가

위치하므로 최고 고도인 2,750 m를 기준으로 수치 모

의하는 경우, 외륜산의 최고 고도가 위치한 곳으로부

터 칼데라 반대쪽에 위치한 지형 사면에서는 수치모의

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화산체가 원추형의 화산체가 아닌 경우에는 최고점의

고도를 보정하여 화산체를 둘러싸는 경사면을 따라 골

고루 퍼져가는 라하르 수치모의를 시도하여야 한다. 백

두산에서는 성층화산의 사면 경사면으로부터 외삽법으

로 최고 고도를 산출하면, 칼데라 형성 전의 원추형

화산체의 높이에 해당하는 3,500 m가 나오므로, 현재

외륜산의 최고 고도(2,750 m)에 750 m를 더한 3,500 m

로 H/L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Fig. 1은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최고 고도를 3,500 m로 하는 시나리오에

따른 라하르 근위위험지역경계(PHZB)를 나타낸 것으

로, H/L비가 0.07에서 0.15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 근

위 위험지역경계가 산정부를 향하여 좁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Kim et al.(2014)는 백두산에서 H/L비가

증가함에 따라 근위위험지역경계 내의 면적은 지수적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그 상관도 R2는

0.996이라고 보고하였다. 

고도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Yun et al., 2016)의 H/L

비 0.07에 근거한 근위위험지역경계가 +750 m 고도

보정을 하여 계산한 H/L비 0.10과 0.11의 근위위험지

역경계 사이에서 거의 유사하므로(Fig. 2), 본 연구에서

는 +750 m 고도보정을 한 H/L비 0.10을 기준으로

라하르 근위위험지역경계에서 발원하는 하천을 대상으

로 라하르 수치모의를 실시하였다.

4. 수치모의 결과

Jung et al.(2013)은 DEM(Digital elevation model;

수치고도모형)의 해상도가 민감하게 화산이류 모델링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100 m, 70 m,

50 m 해상도의 백두산 DEM을 이용하여 ‘수치고도자

료 전처리 및 하천 산정단계’의 채움한계치(Fill

threshold) 값과 흐름한계치(Stream threshold) 값을

다양하게 적용하며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입력 모

형 매개변수 중 하나인 채움한계치에 의한 모델링 결

과는 이 변수에 대한 모델링 결과의 민감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Jung et al., 2013). 이는 백두산의 움

Fig. 2. Comparison of the proximal hazard zone boundary

before (H/L=0.07; red color) and after the correction of

altitude, +750 m (H/L=0.10; pink color, H/L= 0.11; pale

blu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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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패인 ‘V’자형 협곡의 깊이는 모델링을 수행했던 한

계치 미만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Jung

et al.(2013)은 백두산 지역의 움푹 패인 골짜기의 깊

이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인 모델링을 해본 결과,

25 m 미만의 움푹 패인 곳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고 보고하였다. 수치 고도 자료의 해상도에 따른 움푹

패인 곳의 수는 특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해

상도가 높아짐에 따라 하천 격자는 많이 산정되었다.

이는 높은 해상도의 DEM일수록 연속되는 격자의 수

가 많은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같은 해상도인 경우

흐름한계치의 값이 커질수록 더 작은 수의 격자가 산

정되었다(Jung et al., 2013). 한편, 화산이류 침수 범

위는 해상도와 관계없이 화산이류의 부피가 증가할수

록 화산이류의 침수 범위와 면적은 증가하였고, 해상

도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 해상도에 따라

유의한 침수면적 또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화산이류에

의한 침수범위 자료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적정 해상도의 DEM을 이용해야 한다. Jung et

al.(2013)은 해상도 70 m의 수치고도자료를 이용한 결

과가 해상도 50 m 수치고도자료를 이용한 결과보다

비교적 프로그램 구동 시간이 적어 빠른 피해 범위 결

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실질적인 화산이류의

침수지역을 표현하는데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Park and Lee(2017)은 백두산 지역에서 30 m의 해

상도인 SRTM(Shuttle radar tophography mission)

DEM자료를 이용하여 LAHARZ로 라하르 범람범위 위

험지역을 처리 분석하였다. 

특히, 화산이류의 경우 해상도에 따라 화산이류에 의

한 침수 지역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화산이류의 침수지역을 표현하는 데

보다 적절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프로그램 구동에 많

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피해 범위를 산정에 있어서 해

상도 선정을 주의하여야 한다(Jung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라하르 피해 예상 범위를 사전에 파악하여

방재에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밀하게 영향 범위

를 표현할 수 있는 정밀도가 높은 10 m × 10 m 해상

도 DEM을 적용하였다. 

라하르 부피 산정은 화산폭발지수(Volcanic explosivity

index; VEI, Newhall and Self, 1982)를 기준으로 산

정하였다(Kim et al., 2014). VEI와 분출물의 상관 관

계로부터 각 VEI를 대표할 수 있는 분출물의 양을

1~2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즉 VEI 2의 경

우 1×106 m3, 5×106 m3, VEI 3의 경우 1×107 m3,

5×107 m3, VEI 4의 경우 1×108 m3, 5×108 m3, VEI

5의 경우 1×109 m3으로 산정하였다. Iverson et

al.(1998)에 의해 분석된 27개 라하르 체적의 분포에서

15개의 역사시대에 발생한 라하르 부피는 8×104 m3에

서 4×107 m3 사이에 해당되며, 가장 큰 규모인 오세

올라 라하르의 부피가 4.0×109 m3로 알려져 있지만 통

상 발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Schilling, 2014), 이번

연구의 수치모의에서는 라하르 부피가 5×109 m3 이상

의 대규모 라하르는 제외하였다. 

백두산 지역에서 라하르 침수 범람범위 예측 수치모

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입력 상수인 H/L비를 0.10, 백

두산에서 발생 가능한 라하르 부피를 각 하천 당

1×106, 5×106, 1×107, 5×107, 1×108, 5×108, 1×109 m3

으로 정하여, 10 m × 10 m 해상도의 DEM자료를 이용

하여 수치 모의하여 각 도달거리와 침수범위 범람면적

을 파악하였다(Fig 3). Table 1은 라하르 부피(1×106,

5×106, 1×107, 5×107, 1×108, 5×108, 1×109 m3)와

H/L비(0.10)에 따른 시나리오별 근위위험지역경계로부

터 하천을 따라 라하르가 이동하여 도달하는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하천의 지형 구배와 폭이 각각 다르므

로, 같은 체적의 수치모의에서 도달거리는 하천별로 다

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하천은 모두 DEM자료를

기반으로 한 경사도로부터 산정된 자연하천만을 고려

하였는데, 백두산 산록에서 발원하여 근위위험지역경계

를 통과하여 하류 쪽으로 연결되는 압록강과 두만강으

로 포함하여 중국내의 송화강 상류 지류 등 총 15개

수계에 대하여 수치 모의결과를 제시하였다. 

Laharz_py 수치모의에서, Iverson et al.(1998)이 9

개 화산에서 발생한 27 차례의 라하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경험적인 공식인, 침수단면적

=0.05×V2/3과 침수면적=200×V2/3 공식을 이용해 라하르

의 범람 영향범위를 계산할 수 있다. 발생 가능한 라하

르 부피가 1×106 m3인 경우 침수단면적은 5×102 m2,

침수면적은 2.0×106 m2, 라하르 부피가 5×106인 경우,

침수단면적은 1.5×103 m2, 침수면적은 5.8×106 m2,

라하르 부피가 1×107 m3인 경우 침수단면적은

2.3×103 m2, 침수면적은 9.3×106 m2, 라하르 부피가

5×107 m3인 경우 침수단면적은 6.8×103 m2, 침수면적

은 2.7×107 m2, 라하르 부피가 1×108 m3인 경우 침

수단면적은 1.1×104 m2, 침수면적은 4.3×107 m2, 라하

르 부피가 5×108 m3인 경우 침수단면적은 3.1×104 m2,

침수면적은 1.3×108 m2이고, 라하르 부피가 1×109 m3인

경우 침수단면적은 5.0×104 m2, 침수면적은 2.0×108 m2

로 계산되었다.

각각 부피의 라하르가 근위위험지역 경계로부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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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수계로부터 발생할 경우 하천의 깊이와 폭에 따라

도달 거리가 계산되었다. 백두산 북동쪽의 두만강 북

쪽 오도백하(Wudaobai river)의 지류에서 발생한 라하

르는 PHZB로부터 라하르 부피가 1×106 m3인 경우

각각 3.3 km에서 4.1 km까지 영향을 미치며, 부피가

증가하여 1×107 m3가 되면 오도백하-3은 PHZB로부터

9.1 km 거리에서 오도백하-2에 합류하고, 부피가

5×107 m3가 되면 오도백하-1은 PHZB로부터 22.7 km

거리에서 오도백하-2에 합류되어 북쪽 오도백하로 나

아가게 된다. 오도백하-2에서는 라하르 부피가 1×106,

5×106, 1×107, 5×107, 1×108, 5×108, 1×109 m3로 증

가함에 따라 영향 거리는 PHZB로부터 각각 3.3, 7.2,

12.6, 31.7, 41.9, 71.0, 84.8 km까지 진출하여 송강진

(songjiangzhen)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계산되었다. 

백두산 북쪽 계곡에서 발원하는 두도백하(Toudaobai

river)는, 라하르 부피가 1×106, 5×106, 1×107, 5×107,

1×108, 5×108, 1×109 m3로 증가함에 따라 PHZB로부터

영향 거리는 6.4, 9.2, 10.6, 17.8, 22.0, 40.5, 62.6 km

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도백하진(Erdaobaihezhen)을 지

나 이도백하와 삼도백하로부터 흘러나온 것과 합류하

여 북쪽으로 나아간다. 이도백하(Erdaobai river)와 삼

도백하(Sandaobai river)는 라하르 부피가 1×106, 5×106,

1×107, 5×107, 1×108, 5×108, 1×109 m3로 증가함에 따

라 영향 거리는 PHZB로부터 각각 3.5~4.5, 6.5~8.2,

8.1~10.6. 13.0~21.2, 16.8~23.7, 30.1~31.4 그리고

35.7~36.9 km까지 서로 범람지역을 중복하면서 나아

가 이도백하진을 지나 두도백하와 합류하여 북쪽으로

나아간다.

백두산 북서쪽에서 발생하는 라하르는 송화강 상류

의 지류들인 조자하(Caozi river)와 소사하(Xiaosha

river)가 합류한 후, 송강하(Songjiang river)와 합류하고

그 다음 삼도송강하(Sandaosongjiang river)과 합류하

Fig. 3. Lahar-inundation hazard map constructed by applying Laharz_py program to the Mt. Baekdu volcano. The proximal

hazard zone (H/L ratio=0.10) coloured by the violet surrounding the Mt. Baekdu is subjected to diverse hazards, including la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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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북서쪽 하류방향으로 나아가다. 무송진(Fusongzhen)

에서 두도송화강(Toudaosonghwa river)과 합류하여 송

화강 쪽으로 흘러간다. 소사하에서는 라하르 부피가

1×106, 5×106, 1×107
,
 5×107 m3로 증가함에 따라

PHZB로부터 영향 거리는 8.1, 12.6, 13.9, 27.1 km까

지 영향을 미치며, 5×107 m3 이상에서는 조자하에 합

류된다. 조자하는 1×107 m3인 경우 22.5 km까지 영향

을 미치고, 그 이상의 부피인 경우 송강하에 합류한다.

송강하는 라하르 부피가 5×108 m3인 경우 79.8 km까

지 영향을 미치며 그 이상의 부피인 경우 두도송화강

에 합류하게 된다. 한편 삼도송강하는 라하르 부피가

1×108 m3까지는 PHZB로부터 48.0 km 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이상의 부피에서는 송강하에 합류한다.

백두산 서쪽에서 발원하는 라하르는 3개의 수계를 따

라 형성되는데, 화피하(Huapi river)와 금강하(Jinjiang)

에서는 라하르 부피가 1×106, 5×106, 1×107, 5×107,

1×108, 5×108, 1×109 m3로 증가함에 따라 영향 거리

는 PHZB로부터 각각 5.6~8.3, 8.2~13.2, 9.5~16.5,

19.2~28.5 km까지 나아가며, 1×108 m3 이상에서는 화

피하가 만강진(Manjiangzhen)에서 금강하에 합류되어

52.6 km까지 나아가고 5×108 m3에서는 126.3 km까지

영향을 미치며 5×108 m3 이상의 부피에서는 두도송화

강에 합류된다. 두도송화강은 무송진에서 송강하에 합

류된다. 

백두산 남쪽의 압록강 상류지역에서는 압록강 대협

곡을 따라 가장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수치

모의 되었는데, 라하르 부피가 1×106, 5×106, 1×107,

5×107, 1×108, 5×108, 1×109 m3로 증가함에 따라

PHZB로부터 영향 거리는 14.2, 34.8, 50.3, 77.9,

95.9, 177.7, 218.6 km까지 영향을 미치며, 압록강 강

변의 보천읍, 장백조선족자치현, 혜산시, 김정숙읍, 김

형직읍 등이 라하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백두산 동쪽의 두만강 상류지역은 라하르 부피가

1×106, 5×106, 1×107, 5×107, 1×108, 5×108, 1×109 m3

로 증가함에 따라 PHZB로부터 영향 거리는 2.8, 5.8,

8.2, 14.2, 19.0, 44.9, 72.2 km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압록강에 비하여 두만강 상류지역에서

라하르의 영향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은 두만강

Table 1. The runout distance of lahars can be reached by each river near generated by Mt. Baekdu according to lahar

volumes at H/L ratio=0.10

River name
Lahar volume (m3)

Remarks
1×106 5×106 1×107 5×107 1×108 5×108 1×109

 Runout Distance (km) at H/L ratio = 0.10

Wudaobai river-1 3.89 5.86 7.30 22.73 30.74 58.75 76.81 join Wudaobai river-2

Wudaobai river-2 3.28 7.15 12.62 31.70 41.90 70.97 84.79

Wudaobai river-3 4.06 7.29 9.09 23.66 28.42 55.79 73.18 join Wudaobai river-2

Sandaobai river 3.51 6.52 8.10 13.00 16.83 30.09 36.88
inundation area overlaped 

with each other
Erdaobai river 4.49 8.19 10.62 21.18 23.73 31.38 35.69

Toudaobai river 6.43 9.18 10.55 17.84 21.97 40.46 62.58

Sandaosongjiang river 8.34 17.36 20.8 34.39 48.02 112.21 overflowed

join Songjiang river and then 

inundation area overflowed 

out of DEM

Caozi river 7.54 17.65 22.49 41.61 50.41 78.64 94.02 join Songjiang river

Xiaosha river 8.09 12.62 13.94 27.09 39.49 70.55 93.04 join Caozi river

Songjiang river 4.45 7.85 9.62 28.21 40.62 79.81 102.41 Join Toudaosonghua river

Huapi river 5.61 8.19 9.51 19.16 30.25 108.99 146.57
Join Jinjiang river

(and Toudaosonghua river)

Jinjiang river 8.34 13.23 16.47 28.53 52.6 126.25 overflowed
inundation area overflowed 

out of DEM 

Toudaosonghua river 10.32 14.67 22.01 57.61 92.06 overflowed
inundation area overflowed 

out of DEM 

Amnok(Yalu) river 14.16 34.84 50.28 77.91 95.91 177.65 218.6

Duman(Tumen) river 2.76 5.76 8.16 14.21 19.01 44.88 72.24

Cross-section area (m2) 500 1,462 2,321 6,786 10,772 31,498 50,000 =0.05V(2/3)

Planimetric area (m2) 2.0×106 5.8×106 9.3×106 2.7×107 4.3×107 1.3×108 2.0×108 =200V(2/3)

The italic numbers represent the runout distance traveled after the rivers join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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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지역이 협곡이나 강의 계곡 형성이 상대적으로 저

조하고 평탄면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라하르가 도달할

수 있는 15개 하천 유역에 위치한 마을로는 두도백하,

이도백하 및 삼도백하 유역의 이도백하진, 송강하와 두

도송화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무송진, 조자하와 송

강하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송강하진, 화피하와 금

Fig. 4. The 95-percent confidence intervals for prediction show the probable dispersion (blue lines) of future cross-sectional

area (left) and planimetric area (right) values (Schilling, 2014).

Fig. 5. Inundation areas of lahar at the Amnok river (a & b) and Duman river (c & d) on the hillshade images showing the

probable range of planimetric area values with 95% confidence limits(green is the mean value from the regression line, blue

is the upper confidence limit, red is the lower confidence limit) from 1×106 m3 (left) and 1×108 m3 (right) of lahar vol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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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가 두도송화강과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만강진, 오

도백하 유역의 송강진 그리고 압록강 주변의 보천읍,

장백조선족자치현, 혜산시, 김정숙읍, 김형직읍 등이다.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95% 신뢰수준에 대하여 라하

르의 침수면적과 도달거리의 범위를 구하였다. 통계학

에서 신뢰수준이란 특정한 통계치가 특정구간(영역)내

에 존재할 확률을 의미한다. 95%의 신뢰수준을 본 연

구에 적용시켜 설명하면, 특정 부피의 라하르가 발생

했을 때의 침수면적 및 도달거리는 해당 범위 내에서

95% 확률로 발생한다(Fig. 4)는 의미이다. 통계학적으로

높은 신뢰수준을 가질수록 이 구간의 범위는 증가한다.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라하르 체적이 1×106 m3과

1×108 m3 인 두 경우에 대하여, 95%의 신뢰수준에

대한 침수면적과 도달거리의 범위를 Laharz_py프로그

램의 Lahar distal zones with conf. levels 도구를

이용하여 구하였다(Fig. 5). 1×106 m3과 1×108 m3 두

체적에 대하여 95%의 신뢰수준으로 구한 침수면적의

범위는 Fig. 5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1×106 m3일

때 5.0×105 m2에서 9.4×106 m2(평균 2.0×106 m2),

1×108 m3일 때 2.0×106 m2에서 2.0×108 m2(평균

4.3×107 m2)로 나타난다. 

라하르의 도달거리의 경우, 1×106 m3의 라하르가 발

생했을 때 압록강은 최소 4.0 km에서 최대 39.8 km

까지(평균 14.2 km), 두만강은 최소 2.1 km에서 최대

6.0 km까지(평균 2.8 km) 라하르가 도달할 수 있다.

1×108 m3 부피의 라하르가 발생했을 경우, 압록강에서는

최소 57.7 km에서 최대 174.8 km(평균 95.9 km)까

지 라하르가 도달하며, 두만강에서는 최소 11.8 km에

서 최대 48.7 km까지(평균 19.0 km) 라하르가 도달

할 수 있다(Fig. 5). 이 때, 압록강은 강의 폭이 좁고

깊은 협곡 형태이므로 두만강에 비해 도달거리의 범위

가 크게 나타난다.

5. 결 론

백두산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화산분화로 인하여 라

하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Laharz_py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전 수치모의를 통해 그 영향 범위를 파악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입력 상수의 민감도에 따라 백두산의 지형구배비(H/L

비), 흐름 방향, 예상 라하르의 부피를 시나리오의 영

향 변수로 성정하였고, H/L비는 칼데라의 지형을 보정

하여 0.10으로, 흐름 방향은 근위위험지역경계로부터

발원 가능한 수계 15개 하천의 하류 방향으로, 발생

가능한 라하르 부피는 1×106, 5×106, 1×107, 5×107,

1×108, 5×108, 1×109 m3를 적용하여 시나리오를 작성

하고 이에 따라 수치모의를 진행하였다.

수치모의 결과 근위위험지역경계에 위치한 압록강

(남쪽), 두도송화강, 금강하, 화피하(이상 서-남서쪽), 송

강하, 소사하, 조자하, 삼도송강하(이상 서-북서쪽), 두

도백하, 이도백하, 삼도백하(이상 북쪽), 오도백하 및 그

지류에 해당하는 3개의 하천(북동쪽), 그리고 두만강

(동쪽) 등 15개의 하천이 근위위험지역경계에 위치하여

라하르가 발생할 수 있다.

1×106 m3의 라하르가 발생할 경우, 각 하천에서는

PHZB로부터 2.8 km(두만강)에서 14.2 km(압록강)까

지 라하르가 도달할 수 있다. 1×109 m3의 라하르가

발생했을 때, PHZB로부터 35.7 km(이도백하)에서

218.6 km(압록강)까지 도달할 수 있다. 폭이 좁고 깊

이가 깊은 협곡 형태인 압록강의 경우 라하르는 협곡

을 따라 상대적으로 멀리까지 도달하며, 이때 압록강

주변의 보천읍, 장백조선족자치현, 혜산시, 김정숙읍,

김형직읍 등이 도달 거리 내에 위치한다. 15개 하천

유역에 위치한 마을로는 두도백하, 이도백하 및 삼도

백하 유역의 이도백하진, 송강하와 두도송화강이 만나

는 곳에 위치한 무송진, 조자하와 송강하가 만나는 지

점에 위치한 송강하진, 화피하와 금강하가 두도송화강

과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만강진, 오도백하 유역의 송

강진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각 하천별 라하

르 영향 거리는 백두산에서 라하르에 대비한 근접화산

재해 방재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되어질

것이며, 영향 거리 내에 위치한 마을들은 인명 및 재

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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