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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edict the influence of volcano eruption on agriculture in South Korea we evaluated the dispersal ranges 

of the volcanic ashes toward the South Korea based on the possibilities of volcano eruption in Mt. Baekdu. 

The possibilities of volcano eruption in Mt. Baekdu have been still being intensified by the signals including 

magmatic unrest of the volcano and the frequency of volcanic earthquakes swarm, the horizontal displa-

cement and vertical uplift around the Mt. Baekdu, the temperature rises of hot springs, high ratios of N2/O2 

and 3He/4He in volcanic gases. The dispersal direction and ranges and the predicted amount of volcanic ash 

can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Volcanic Explosivity Index (VEI) and the trend of seasonal wind. The 

prediction of volcanic ash dispersion by the model showed that the ash cloud extended to Ulleung Island and 

Japan within 9 hours and 24 hours by the northwestern monsoon wind in winter while the ash cloud extended 

to northern side by the south-east monsoon wind during June and September. However, the ash cloud may 

extent to Seoul and southwest coast within 9 hours and 15 hours by northern wind in winter, leading to severe 

ash deposits over the whole area of South Korea, although the thickness of the ash deposits generally 

decreases exponentially with increasing distance from a volcano. In case of VEI 7, the ash deposits of Daejeon 

and Gangneung are 1.31 × 104 g m-2 and 1.80 × 105 g m-2, respectively. In addition, ash particles may compact 

close together after they fall to the ground, resulting in increase of the bulk density that can alter the soil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detrimental to agricultural practices and crop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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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tic assumption for directions and ranges of the dispersal of volcanic ash due to eruption of 

Mt, Baekdu (modified from Le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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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화산 분화와 같은 재해는 그 피해가 재해 발생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점차 그 규모가 대형화되고 광역화되고 있다 

(Kim, 2011). 한국은 화산과 같은 재해에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최근 지질학자와 기상학자들은 

백두산에서 관찰되는 화산 전조 현상과 화산 활동과 관련된 지질변화현상에 근거하여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이 멀지 

않았음을 예견하고 있고 또한 지속되는 북한의 핵실험이 백두산의 화산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nsrews, 2017; Sean, 2017). 특히 화산분화와 같은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이며 예측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취약한 지역이나 산업을 파악하고 피해 규모를 예측하여 자연재해의 피해

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백두산은 북한의 양강도 삼지연군과 중국 길림성이 접하는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도 2,744 m의 화산이다. 

스미소니언 연구소 (Smithsonian Institute, USA)는 백두산과 같이 1만년 이내에 활동한 기록이 있는 휴화산을 현재 

활동 중이거나 잠재적으로 활동성을 가질 수 있는 활화산으로 분류한다 (Newhall, 1982). 국내 화산 전문가들뿐만 아

니라 국외 전문가들도 백두산이 더 이상 휴화산이 아닌 활화산으로 판정하였으며, 20년 내 폭발 확률이 99%에 이른

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Ri et al., 2016). 968년 백두산에서 화산폭발지수 (Volcanic Explosivity Index, VEI) 기

준 규모 7로 분출된 화산재와 용암은 100-150 km3의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폭발의 1,000- 

1,500배 정도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백두산에서는 1668년, 1702년, 1903년까지 소규모의 분화가 발생하였다 (Wei, 

2013). 한편 1981년 마치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배출된 화산재와 화산쇄설물이 일본 홋카이도에서 두께 5 cm

의 화산재 층을 형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Machida and Arai, 1983; Machida, 1990).

백두산 분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1996년 중국 북경에서 열린 국제지질

대회 이후 백두산을 분화위험이 있는 활화산으로 규정하고 모니터링 시작하였다. 중국 국가지진국의 관측에 따르면 

2002년도 6월 왕청현에서 발생한 규모 7.3 지진 이후, 백두산 지역에서 천지 일원과 지하 2-3 km 이내에서 화산성 군

발지진 등 화산활동과 관련된 화산 분출 전조현상 뿐만 아니라 암석붕괴 및 균열현상이 발견됐고 유독가스 방출로 인한 

수목 고사 등이 발견되었다 (Zou et al., 2010; Sun et al., 2014). 이외 2002-2005년 GPS 및 수준계관측자료 분석결과 

백두산 지하에 4개 층의 마그마방이 존재하고 있으며 천지호수의 지형이 변화된 것을 발견하였고 위성영상 분석결과 

2002년도에 천지 주변의 온도가 높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백두산 정상부가 매년 1 cm에서 4 cm씩 솟아오르며 천지 온

천의 수온 증가 및 화산 가스 중 헬륨, 수소 함량 10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KMA, 2011; Park and Yoo, 2011).

한국은 백두산과의 거리상으로 화산의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화산

재와 화산분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산분출물은 크게 기체, 액체, 고체로 분류하며 기체상

태의 화산가스가 대부분 수증기이며 CO2, CO, SO2, H2S, HF, HCl 등을 방출하며 이중 SO2, H2S, HF, HCl 같은 기체

는 대기 중의 입자와 반응하여 에어로솔 (aerosol)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산성비의 형태로 지상으로 돌아간다 

(Sigurdsson, 2015). 또한 지름이 2 mm 미만의 화산재는 화산 분출 동안 마그마에서 용해된 가스가 팽창해 대기 중으

로 급속히 빠져나가 공기 중에서 마그마가 물과 접촉하고 물이 폭발하면서 마그마가 부서지면서 형성된 것으로 용해

된 암석, 광물, 그리고 화산 유리 조각으로 되며, 일단 공기 중에 있게 되면 재는 바람에 의해 수천 km까지 이동한다 

(Zimanowski, 2000). 따라서 많은 양의 화산재와 가스가 분출하면 항공 산업, 제조업, 농업 등의 경제활동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조량의 감소 및 기온 하강에 따른 냉해 및 가뭄의 2차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화산재의 두

께, 작물과 화산재간의 반응, 농작물에 부착된 화산재량, 강수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화산재가 확산되어 농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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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토양에 퇴적되면 농작물에 부착된 화산재를 제거하기 어려워 농작물은 찰과상, 산성화, 광합성 및 생장 기온저

하 등의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으며, 또한 수확량이 크게 감소될 수 있다. 이외에도 산성의 화산재는 토양 내 황 수준을 

높이고 토양을 산성화 시키고 필수원소의 가용도를 감소시킨다 (Cronin et al., 1998; Neild et al., 1998; KMA, 2011; 

USGS,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다른 화산의 폭발 사례를 통하여 백두산 화산폭발이 대한민국으로 미치는 

화산재 확산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Materials and Methods

Possibilities of Volcano Eruption in Mount Baekdu   화산분화에는 마그마가 조용하게 분화구를 흘러나와 용

암의 형태로 주변의 골짜기를 따라 아래로 흘러가는 정도의 화산활동인 화산분출과 칼데라에서 지하로부터 상승하는 

1,000°C 이상의 점성이 큰 규장질 마그마가 물을 만나 물은 기화하여 수증기로 변하고 마그마는 급랭하여 수축하면

서 산산이 조각나 화산재로 변하여 화산재를 뿜어내는 화산활동인 화산폭발로 구분 할 수 있다 (Yoon and Lee, 

2012). 백두산 분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는 백두산의 분화 이력은 약 10세기경에 발생한 분화다 (Machida 

et al., 1990). 화산 분화에 앞선 지질현상을 화산 분화의 전조현상이라 한다. 그리고 화산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조현상

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화산 분화가 임박한 상태를 화산위기 (volcanic crisis)라 하고 전조현상의 수준에 따라 주의 

(caution)나 경고 (warning) 상태로 나타낸다. 그러나 화산위기에 도달하여도 그 전조현상과 화산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야만 화산분화로 이어진다 (Tilling, 2000; Yoon and Lee, 2012).

중국 정부는 1999년 백두산 칼데라 주변 온천근처에 Changbaishan volcano observatory (CHVO)를 설립하고 지

진 (seismic), GPS, 그리고 가스의 성분과 온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실시해 온 이래로 199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약 

3900회의 화산지진현상이 있었으며 화산활동 기간인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월 72회의 화산구조변화 (volcano- 

tectonic)와 같은 화산활동을 감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Xu et al., 2012). 특히 2002년 6월 28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

주의 왕청현에서 규모 7.3인 지진이 발생하는 등 백두산 지역의 화산활동과 관련된 전조현상 또는 화산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질현상이 여러 차례 발견되었다 (Yun, 2010; Yoon and Lee, 2012). 한편 GSP를 이용한 수평이동현상을 

조사한 결과 2002-2003년 19.6 mm a-1 (max. 38.3 mm a-1), 2003-2004년 10.2 mm a-1 (max. 15.8 mm a-1), 2004-2005년 

8.6 mm a-1 (max. 18.5 mm a-1) 정도 이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동기간 수직이동을 조사한 결과 총 68.12 mm

의 지표상승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헬륨동위원소비율 (The helium isotope ratio, 3He/4He)은 화산분출물의 추정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2003-2006년 사이의 헬륨동위원소비율은 6.5로 2003년 이전 평균치인 5.35보다 높았다 

(Gao, 2004). 이는 백두산 지하에 있는 마그마 챔버로 마그마가 재충전되면서 마그마가스 제거에 따른 헬륨이 첨가된 

것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같은 지구 화학적 이상은 활동적 시기에 백두산 화산에서 일

어난 마그마 불안의 증거로 지적되고 있다. 2004년도 여름에는 곡저삼림 (谷底森林)의 나무들이 원인 모르게 말라 죽

었으나 병충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마그마방에서 분리되어 지하의 틈새를 통하여 지표로 방출된 유독화산

가스에 의해 말라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Yoon et al., 2007). 이와 같이 2002년과 2006년 사이에 백두산 인근에

서 발생한 지진의 급증은 용암이 얕은 마그마 방으로 흘러 들어가 또 다른 주요 분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불

러일으켰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백두산 북쪽과 서쪽 경사면에서 지반변형이 발생하였으며 수온 또한 3°C 이상 급

격하게 높아졌으며 2011년 3He/4He 비율도 6.68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Ri et al. (2016)은 이러한 화산작용으로 인

해 생긴 마그마 작용으로 지각의 큰 영역이 변형되었으며 부분용해가 지각의 상당 부분을 통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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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백두산은 약 1천 년 전 폭발적인 대분화를 한 활동적인 화산체이며, 2002년도 이후 백두산 천

지 칼데라 호수 내에 화산성 군발지진의 진앙이 집중하여 분포하며, 그 진원 깊이가 지하 2 km에서 4 km에 집중되어 

있으며, GPS 관측과 수준계를 이용한 조사 결과 지표면의 팽창이 10 cm 이상 감지되고, 화산가스에서 헬륨의 농도 증

가, 화산가스의 방출로 인한 삼림의 고사, 산사태, 암석균열 등이 감지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백두산이 화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Yoon and Lee, 2012).

Lee et al. (2013)이 GRACE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백두산 지역의 적설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기간 동안 적설량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백두산 지역의 2000년도의 대기 온도가 2005년도 보다 약 1.2°C가 

높다. 따라서 적설량 감소는 마그마 활동 활성화에 의한 지각 내부의 온도 상승 시 생성된 고온의 수증기와 열수가 열

극을 통해 지표면에 공급되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백두산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위 관측치가 2002

년 이후 2004년까지 급격히 감소하였다 (Newhall et al., 2001; Shibata and Akita, 2001). 이러한 지하수위의 급격한 

하강뿐만 아니라 챔프 인공위성에 의해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백두산 천지 주변 반경 200 m에서 측정된 자기장 

감소 등이 화산분화의 전조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Fig. 1. Seismic stations used in the RF study (red circles). DPRK stations are Jang Gun Peak (JGPD), Paektu Bridge 

(PDBD), Mudu Peak (MDPD), Sin Mu Song (SMSD), Paek San Ri (PSRD), and Sing Hung Ri (SHRvD) (Source: Ri et al., 2016).

Dispersal Directions and Ranges of Volcanic Ashes from the Eruption of Mt. Baekdu   북한에 위치하고 있

는 백두산이 폭발하면 화산폭발의 규모와 풍향, 풍속, 기온, 습도, 화산재의 양 등에 의해 대한민국도 화산재 등에 의한 

피해 영향권에 속할 수 있다. 하지만 가까운 과거나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백두산 화산폭발이 일어난 사례는 없으므

로 화살폭발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화산재 확산 모델을 이용하여 화산폭발 시 화산재의 이

동과 침적 등과 같은 공간적 확산 범위를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Park and Chang, 2013).

화산폭발지수 (VEI)는 화산폭발 시 화산 폭발 강도를 폭발 지속시간, 화산재 등 분출물의 높이와 양 등을 종합해 나

타내는 수치로서 Table 1과 같이 9단계로 구분한다 (Newhall and Self, 1982). VEI 0단계와 1단계는 매우 조용한 화

산분출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피해가 매우 미약하고 분출되는 총 화산분출물은 0.001 km3 이하로 매우 적은 양으로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VEI 2가 되면 분화 과정상 폭발적 분화로 기록되고 분연주의 높이가 

최대 5 km까지 나타난다. 이때 분출물의 총량은 0.01 km3이다. 그리고 이후 단계가 한 단계 증가할 때마다 분출물의 

양이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최고 단계인 8단계의 경우, 분연주의 높이가 50 km까지도 상승하며, 분출물의 총량은 

1,000 km3까지로 화산분화 주기는 약 10,000년 정도로서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47회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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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volcanic explosivity Index with volumes and terminology as currently defined (Newhall et al., 1982).

VEI Duration of eruption (hr) Eruption volume (m3) Plume heigh (km)

0 0 <  < 0.1

1 < 1 
 0.1-1.0

2 1-6 
 1.0-5.0

3 1-6 
 3.0-15.0

4 1-6 
 10.0-25.0

5 6-12 
 25.0-30.0

6 12 < 
 30.0-40.0

7 12 < 
 40.0-50.0

8 12 < 
 50 <

지하에서 암석이 녹아 있던 물질인 마그마가 화도를 통해 나오면서 산산이 부서지거나 조각난 고체 상태인 화성쇄

설물 (pyroclastic materials)이 되어 화구로부터 빠른 속도로 지표로 격렬하게 뿜어져 나오는 현상을 화산분화라 하며 

화성쇄설물은 마그마로부터 1차적으로 직접 만들어진 물질로 직경에 따라 화산재 (2 mm 이하), 화산력 (2-64 mm), 

화산암괴 (64 mm 이상)와 화산탄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화도를 통해 나온 화산재가 공기 중으로 비산하면 화산폭발

이라 하고 화구로부터 마그마가 액체 상태로 나와 주변의 낮은 지형이나 골짜기를 따라 용암류 (lava flow)로 흘러가

는 현상을 화산분출이라 말한다 (Yoon and Lee, 2012). 화산재해는 화산재, 용암류를 비롯하여 화쇄류, 화산이류 등

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화산성 홍수나 화산성 지진 등이 있으며 화산 이류나 홍수와 같은 피해는 화산 분화 지역 인근

에 집중되며 화산재해의 범위는 화산유형, 기상환경 등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발생한다 (Heiken and Wohletz, 1985; 

USGS, 2010). 따라서 백두산에서 화산분화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는 화산폭발에 한정될 것

으로 판단된다.

백두산의 화산폭발에 의해 발생되는 주 피해요인인 화산재는 지표면에서 높이 10-50 km 사이의 존재하는 성층권

의 바람을 타고 확산되며 백두산의 계절풍의 동향에 따라서 피해범위가 달라진다. 백두산의 분화 경향은 거의 대부분 

분출 (Plinian) 분화에 의한 강하화산재의 낙하와 뒤이은 분연주의 붕괴에 의한 화쇄류의 발생으로 특징 지워진다. 폭

발적인 분화의 산물인 화산쇄설물 (tephra)은 광역화산재해를 유발하며, 그 지역의 탁월풍의 영향을 받아 주변으로 

확산된다.

Machida and Arai (1983)가 968년 백두산에서 발생한 분화와 관련하여 날아간 화산재가 일본 홋카이도와 혼슈 북

부에서 발견되는 데 이를 B-Tm은 백두산-토마코마 화산재라고 부르며 이는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온 화산재는 대기 

상층으로 약 25 km 이상 상승하여 편서풍과 제트류를 타고 함경도를 지나 동해를 건너 일본과 태평양으로 비산하였

으리라 추정하였다 (Fig. 2(a)). 그리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이 2011년 발

표한 자료에 따르면 (Fig. 2(b)) 화산재 확산 방향은 실제 분화 시 공간적으로 보면 용암류는 55 km 반경 어느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북서계절풍을 따라 화산재가 이동한다면 9시간이면 울릉도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

고 화산재가 북서계절풍을 따라 지속적으로 확산된다면 24시간 후에는 일본열도를 통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

지만 실제 폭발 시 대기 확산방향은 발생 당시의 바람의 방향을 따른다. 따라서 북풍이 불 경우 화산재 확산 방향은 대

한민국으로 향하며 서울, 경기도, 강원도 지역이 9시간 이내에 화산재의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Fig.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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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p showing the location of Baekdu volcano (▲) and isopachs illustrating the extensive dispersal of tephra 

fallout from the numbers within each oval indicate the thickness of tephra (A) (Machida et al., 1990) and concent-

rations of volcanic ash depending on dispersal ranges from Mt. Baekdu volcano (B) referred from Kim (2014).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아시아 몬순 기후 지역에 속하여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

철은 북태평양 고기압에 의해 발생하는 남동풍과 편서풍의 결합된 영향으로 인하여 남풍이나 남서풍이 불어 중국 만

주지역과 러시아 남동부 지역까지 화산재가 확산되고 백두산 북쪽으로부터 북풍이 유입되어 백두산을 지나면서 북서

풍 계열의 풍향으로 바뀌는 겨울철에는 화산재는 남동방향으로 확산되어 (Fig. 3) 우리나라 전역이 영향을 받을 가능

성이 있다 (Lee and Yoon, 2011). 그러나 한반도가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어 계절풍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에는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부는 항상풍인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백두산에서 분화된 화산재가 국내로 유입되

기 용이한 기상 조건은 중국 쪽에 지상 고기압, 우리나라 동쪽 상부에 상층 기압골이 자리 잡아 우리나라로 북풍이 발

달하는 경우다 (KMA, 2011).

Fig. 3. Annual wind direction of Korean peninsula in summer and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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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1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두산에서는 겨울철은 북풍의 영향을 받으며, 여름철에는 남풍의 영향을 받는

다. 특히 겨울철에는 북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화산재 확산범위는 Fig. 4(a)와 같이 3개의 전개 방향으로 예측하

고 있다. 두 번째 화산재 확산은 백두산의 폭발 시 화산 구름은 성층권으로 진입하여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

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성층권 풍향은 서풍이 1년 중 약 67.1%가 서풍이었다. 따라서 분화 시 성층

권의 풍향에 의하여 화산재는 Fig. 4(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북에서 동쪽, 그리고 동남쪽 3방향으로 확산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3번째로 예상되는 화산재 확산방향은 편서풍대에 속해있는 우리나라는 북동풍이 불 수 있는 확

률은 매우 낮으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백두산에서 북동풍이 강하게 불 때이다 (Fig. 4(c)). 2010년도의 경우 

북동풍은 대류권인 고도 1 km에서 1년 중 16일로 4.4%에 해당하며, 대류권과 성층권의 중간에 속하는 고도 10 km에

서는 단 2일로 0.5%정도이고, 성층권내의 16 km에서는 6일로 1.6%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북동풍이 불 경우 화산

재 확산방향은 대한민국 전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정되고 화산재 퇴적두께는 최대 10 cm정도로 추정하였다.

Fig. 4. Schematic assumption for directions and ranges of the dispersal of volcanic ash due to eruption of Mt, Baekdu 

(modified from Lee, 2011).

Crozier et al. (2016)이 이류-확산-퇴적 (advection-diffusion-sedimentation) 적용한 FALL3D 모델을 이용하여 화

산재 분산범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Fig. 5(a)) 화산 폭발지점으로부터 100 km 이내에서는 화산재 확산 폭은 약 

60 km이고 화산재부하량은 m2 당 400-500 kg, 그리고 220-320 km 범위에서는 화산재 확산 폭은 약 150 km로 확대

되었으며 이때 화산재부하량은 m2 당 100-200 kg 정도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VEI에 따른 화산재 확산 

이동거리별 화산재부하량은 (Fig. 5(b)) VEI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VEI 3의 경우 약 25 km까지, VEI 4는 약 160 km, 

그리고 VEI 5에서는 약 270 km까지 확산되고 한편 VEI 수준이 높아지면 동일한 이동거리에서는 상대적으로 화산재

부하량도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VEI 5의 경우 화산폭발 발생 지점부터 약 12 km이내에서 화산재 부하량은 약 

7000 kg m-2 정도이며 이후 급격히 감소한다고 추정하였다. 한편 12 km 이내 화산재 부하량의 퇴적 높이를 화산재 입

자밀도 (≃2.6 g cm-3)와 용적밀도 (≃1.6 g cm-3)로 추정 시 퇴적높이는 1.68 m 정도로 추정된다.

이외 Kim et al. (2011)이 Armienti et al. (1988)과 Pfeiffer and Macedonio (2005) 모델에 바람의 속도, 방향, 성층

권 대류, 화산재 입자의 크기, 대기밀도 등을 고려하여 백두산 화산폭발에 따른 화산재 영향범위를 분석한 결과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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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화산재의 확산 면적은 23,200 km2 그리고 화산재의 평균퇴적두께는 0.16 m, 최대 0.23 m이었다. 한편 북서계

절풍을 따라 화산재가 이동한다면 9시간이면 울릉도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2시간 후에는 일본에 상공에 도달하면 

14시간 후 에는 오사카 상공에 도달, 18시간 후에는 결국 도쿄 상공을 뒤덮게 된다. 그리고 24시간 후에는 일본열도를 

통과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Fig. 6(a)). 또한 확산거리별 대기 중 화산재의 농도는 100-1000 mg m-3으로 화산폭발

이 발생한 지점에서 24시간 후 최대 1000 mg m-3 그리고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지점에서 1000 mg m-3 정도로 추정하

였다 (Fig. 6(b)).

Fig. 5.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 FALL3D volcanic ash load hazard footprint (A) and example plot of volcanic ash 

load attenuation relationships using three Ash Load Prediction Equations (ALPE) generated through dispersal model-

ling for three levels of VEI (B) (modified from Crozier et al., 2016).

Fig. 6. Dispersal ranges and sediment depths of volcano ash depending on dispersal time (A) and concentrations of 

volcano depending on the distance from the eruption point of Mt. Baekdu (modified from Ki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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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2015)은 백두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하여 화산재를 확산하는 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총 2,190일 동안 매일 백두산이 분화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화산재가 확산되는 방향을 Puff 

VATD 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백두산에서 폭발적 분화에 의하여 분연주가 형성되고, 이때 북동풍의 탁

월풍을 타고 화산재가 확산된다면 화산재가 우리나라 최대의 인구밀집 지역인 서울로 도달하는 경우로서 2012년 5월 

2일 21:00 분화 후 (Fig. 7(a)) 9시간 만에 서울에 도달하여 (Fig. 7(b)) 15시간 이내에 서남해안 일대에 도달한다고 추

정하였다 (Fig. 7(c)).

Fig. 7. Simulated dispersal patterns of volcanic ash due to eruption of Mt, Baekdu (modified from Yoon, 2015).

그러나 화산재의 확산 방향은 화산 폭발 시의 바람의 방향이나 확산범위는 VEI 지수에 따른 화산재 분출고도와 화

산재 입자의 크기, 대기확산속도, 그리고 풍속에 영향을 받는다. 일례로 화산재 입자의 직경이 0.25-64 mm인 경우 분

출시 폭발력에 의해 12 km 정도의 성층권역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도까지 상승한 입자들은 대류권에서의 

확산과 풍속에 따라 멀리 이동할 수 있어 풍향에 따라 광범위 하게 퇴적될 수 있다.

농업 분야에서 화산재의 1차적인 피해는 주로 농작물이나 경작지 주변의 식생파괴 등을 들 수 있다. 농업분야에서 

화산재에 의한 피해 사례로서는 2011년 일본 신모에다케 (Shinmoedake) 화산 폭발로 564 km2 농경지에 화산재가 쌓

여 농작물과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Magill et al., 2013). 또한 뉴질랜드에서는 1995년 10월과 1996년 6월에 라

페후 (Ruapehu) 화산이 폭발하여 농업 분야에서 약 1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Neild et al., 1998; Munro and 

Parkin, 1999; Wilson and Kaye, 2007) 이 외에도 뉴질랜드, 미국,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에서도 화산 폭발에 따른 농

업분야의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다 (Alberger et al., 1980; Clynne et al., 2005; Wilson et al., 2007). 그리고 VEI 5로 

기록된 미국의 세인트헬렌스 화산 분화 시 313 km 떨어진 지역까지 5 cm의 화산재가 쌓였고 뉴멕시코와 로키산맥까

지 화산재가 퍼졌듯이 화산재는 기후와 바람의 방향에 따라 그 피해 지역과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백두산 화산 분화 

시 서고동저형의 기압배치가 형성되면 화산재가 남한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화산재의 입자크기는 2 mm 이하의 화산쇄설물 입자 (pyroclasts)와 2 mm 이상의 화산력 (lapilli)으로 분류하고 입자

밀도는 부석 (pumice)이 0.7-1.20 g cm-3, 유리파편 (glass shards)가 2.35-2.45 g cm-3, 결정광물 (crystalline minerals)은 

2.35-2.45 g cm-3, 결석 (lithic)은 2.60-3.20 g cm-3 정도다 (Wilson et al., 2011). 습윤 상태의 점토부터 모래입자 크기

의 화산재가 퇴적되면 퇴적 화산재의 용적밀도는 1.0-2.0 g cm-3 범위이고 화산분화지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

라 퇴적량은 감소하나 VEI 1-8까지의 화산재 퇴적량은 m3당 500-1500 kg 정도로 추산되며 토양표면에 화산재가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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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되면 입자들이 서로 밀착되어 압밀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화산재가 퇴적된 토양의 용적밀도가 기존 토양의 용적

밀도보다 50%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따라서 화산재가 토양지표면에 퇴적되어 표면의 용적밀도가 증가하게 

되면 수분침투력이 저하되고 또한 수분보유력이 증가하고 수리전도도도 낮아져 상대적으로 토양의 통기성도 저하할 

것으로 판단된다.

Lee et al. (2013)이 발표한 백두산 화산재 피해 시나리오에 따른 강원도 지역 농작물의 경제적 피해 추정에 대한 연

구결과를 살펴보면 백두산 화산 폭발 시 남한 지역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화산재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며 2010년도 강

원도 지역 농작물 생산량을 기준하여 화산재가 1 mm 정도 쌓이면 농작물 피해액은 약 470억 원, 약 4 mm 정도가 쌓

이면 농작물 피해액은 약 6,3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단순 농작물만의 피해를 예측한 것이며 

화산재에 의한 토양산성화나 토양 오염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화산재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중 토양의 이화학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Conclusions

최근 백두산에서 관찰되는 화산 전조 현상과 화산 활동에 근거하여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을 예견하고 있고 또한 지

속되는 북한의 핵실험이 백두산의 화산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화산폭발 전조현상으로는 

199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약 3900회의 화산지진현상, 지표상승, 헬륨동위원소비율의 증가, 수목고사, 산사태, 암석

균열 등이 발견되고 있다. 화산폭발에 의해 화산재와 가스가 분출하면 일조량 감소 및 기온 하강에 따른 냉해 및 가뭄 

피해와 더불어 화산재가 확산되어 토양에 퇴적되면 토양 내 황함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토양의 산성화와 필수 원소의 

가용도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화산폭발의 규모와 풍향, 풍속, 기온, 습도, 화산재의 양 등에 

의해 대한민국도 화산재 등에 의한 피해 영향권에 속할 수 있다. 백두산에서 화산폭발 시 발생하는 화산재는 지표면에

서 높이 10-50 km 사이의 존재하는 성층권의 바람을 타고 확산되며 백두산의 계절풍의 동향에 따라서 피해범위가 달

라진다. 백두산 화산 분화 시 화산재가 북서계절풍을 따라 확산하면 24시간 후에는 일본열도를 통과하나 서고동저형

의 기압배치가 형성되면 북풍이 불어 화산재 확산 방향은 대한민국으로 향하며 서울, 경기도, 강원도 지역이 9시간 이

내에 화산재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화산재 퇴적두께는 최대 10 cm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 시 

발생하는 화산재가 대한민국 농경지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화산재의 특성과 화산재 퇴적량과 두께 

등이 토양의 이화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토양개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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