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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해방 이후 백두산에 한 심은 토문제에서 출발하 다. 1960년  들어 북

한이 국에게 백두산을 넘겨주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백두산 토문제는 

국민  심사로 부상하 으며, 1966년 4월 반도사  극복과 북방 토 연구를 

내건 ‘백산학회’가 결성되어 백두산과 간도문제 연구가 시작되었다. 백두산 연구

는 간도문제와 결부되어 토문제의 일부로 다루어졌으며, �한국국경분쟁사�(김

*  이 논문은 2017년도 국사편찬 원회 한국사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 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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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 1980), �한국의 국경연구�(양태진, 1981), �백두산과 북방강계�(김득황, 1987) 

등의 연구서가 간행되면서 한  국경문제의 맥락에서 백두산정계비가 부각되었

다. 1983년 김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55명이 ‘백두산 유권 확인에 한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백두산 토문제에 한 심을 환기시킨 것은 백두산 문

제가 놓인 실  조건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백두산 연구를 규정하여 왔던 실  조건이 변화하는 계기가 된 것은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와 1992년 한․  수교이다.1)1)해외여행 자유화 직후 동아

일보사의 ‘백두산 생태계 학술조사단’이 해방 이후 최 로 백두산 지조사를 수

행한 이후, 다양한 기 과 연구소의 백두산 학술조사가 이어지면서 지조사에 

기반한 백두산 연구가 출범하 다. 이러한 변화는 토문제에 결부된 백두산에 

한 심이 역사, 지리, 문화, 지형, 지질, 생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

면서 백두산 연구가 학술 연구로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  이래 변화된 조건에서 새롭게 시작된 백두산 연구는 지난 이십여 년 

동안 많은 연구성과를 축 하여 왔다. 양 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1990년부터 

2017년까지 백두산 련 석사․박사 학 논문은 36편이 출간되었으며, 백두산 

련 단행본은 273권이 간행되었다.2)2)이처럼 1990년  이래 백두산 연구가 양

으로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학술  검토는 지극히 미흡하 다. 

백두산에 한 연구사 정리로는 간도문제 연구사 검토의 일환으로서 백두산 역

사 연구를 정리한 김종건의 논문이 있고, 국과 남북한의 백두산 연구 성과를 

정리한 윤휘탁의 논문이 있다. 김종건은 한국, 국, 일본에서 1948년에서 2007

년까지 백두산과 간도에 련된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시기별, 주제별 연구동향

을 소개하 다.3)3)그의 연구사 정리는 간도 연구와 련된 백두산 연구의 흐름을 

악하기에 편리하지만 간도의 범 , 백두산정계비, 간도 유권, 간도지역 민족

문제 등 역사 련 주제에 한정된 것이고 간도문제에 을 두었다는 한계가 

1) 국에서는 1986년 2월 백두산을 완  개방함으로써 여행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2) 국립 앙도서  홈페이지에서 백두산, 장백산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임(2018.9.21).

3) 김종건, 2007 ｢백두산, 간도 역사 연구의 황과 쟁 ｣ �동북아역사논총� 18. 



백두산 연구의 기회와 위기·291

있다. 윤휘탁은 백두산 귀속권에 을 맞추어 1970년  이래 국, 한국, 북한

의 백두산 연구를 정리하 다.4)4)그는 2000년  들어 국이 백두산에 한 역

사․문화  귀속권을 강화해 나가는 경향을 강조하고 한국에서 ‘동북공정’을 계

기로 백두산 연구가 확 되고 있음을 고찰하 지만, 백두산 귀속권 문제에 치

하 기 때문에 백두산 연구의 시  배경과 흐름에 한 정리는 미흡하다. 

이 에서는 백두산 연구가 새롭게 출범하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학계

의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백두산에 한 연구성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연구사 정리의 상을 백두산의 역사․지리(역사, 인문지리, 토 등), 백

두산의 문화(종교, 설화, 문학작품 등), 백두산의 지형․지질, 백두산의 생태(동

물, 식물, 미생물 등), 기타( 개발, 분화 응 등)의 5개 분야로 나 고, 1990

년 이래의 시기별 변천과 분야별․주제별 황을 정리,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의 

역량상 역사, 지리, 문화 분야에 한 정리가 주가 되겠지만 지형․지질, 생태 

분야도 포 함으로써 한국학계에서 수행한 백두산 연구의 체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상의 연구사 정리를 토 로 재 백두산 연구가 처한 곤란과 향

후 백두산 연구의 과제를 검토함으로써 남북 계와 북미 계가 격하게 재편되

는 조건 속에서 백두산 연구의 새로운 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백두산 연구의 시기별 변천

1990년 이래 백두산 연구의 시기별 변천을 악하기 하여 리미디어의 논

문검색 시스템인 ‘디비피아’(DBpia)와 한국학술정보의 논문 검색 시스템인 ‘KISS’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를 이용하 다. 디비피아에서 ‘백두

산’ 항목으로 1,253건, ‘백두산정계비’로 40건, ‘장백산’으로 136건의 논문을 검색

하 으며, 이를 토 로 연구사 검토의 상이 될 수 있는 논문 104편을 선별하

다.5)5)그리고 KISS에서 ‘백두산’ 항목으로 440건, ‘장백산’으로 59건의 논문을 

4) 윤휘탁, 2013 ｢ 국․남북한의 백두산 연구와 귀속권 논리｣ �한국사학보� 51. 

5) 디비피아 데이터베이스에서 백두산, 장백산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임(20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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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 으며, 디비피아와 복되는 논문을 제외하고 논문 98편을 선별하 다.6)6) 

연구사 검토의 상으로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정하 으며, 학술회의 

발표문이나 보고서, 잡지에 게재된 수필이나 기행문은 제외하 다.7)7)그리고 간

도문제 련 논문은 백두산정계비 문제 등 백두산에 직  련된 것만 선별하

다.   

<표 1>은 1990년부터 2016년까지 간행된 백두산 련 논문 202편의 연도별․

분야별 황이다.  

<표 1> 백두산 련 논문 황(1990~2016)

6) KISS 데이터베이스에서 백두산, 장백산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임(2017.8.31).

7) 연구사 검토의 상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정한 이유는 시기별 연구의 황을 

악하기 해서이다. 통상 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토 로 단행본 발간이 이루어지

며, 학술 회 발표문이나 보고서도 내용이 보완되어 학술지에 게재되기 때문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의 흐름을 가장 잘 보여 다고 보았다. 

연도 역사․지리 문화 지질․지형 생태 기타 계

1990 1 2 1 3 7

1991 1 1 2

1992 1 3 3 2 9

1993 2 2 4

1994 1 1 1 3

1995 1 1

1996 3 1 2 6

1997 1 1 2

1998 11 1 12

1999 1 2 3

2000 2 1 1 4

2001 1 1

2002 1 1 2

2003 1 1 1 3

2004 1 2 1 4

2005 3 3 1 4 2 13

2006 1 1 2 1 5

2007 10 1 1 2 14

2008 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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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인 추세를 보면 1990년  반에 지질․지형, 생태 분야를 심으로 백

두산 연구가 시작되었고, 2000년  반부터 역사․지리, 문화 분야에서 연구성

과가 활발하게 산출되었으며, 2010년  반에는 역사․지리, 문화 분야의 연구

성과 산출이 지속되는 한편 기타 분야  지질․지형 분야에서 많은 연구성과가 

산출되었다. 분야별로는 역사․지리 분야의 논문이 55편(27.2%)으로 가장 많았

고, 기타 분야 48편(23.8%), 생태 분야 46편으로(22.8%) 뒤를 이었다.

이상의 연도별․분야별 추세를 토 로 하여 백두산 연구를 추동하 던 계기

들, 백두산 학술조사, 동북공정 이슈화, 백두산 폭발 이슈화 등을 심으로 백

두산 연구를 시기구분한다면 략 3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백두산 연구를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연구 황을 나타낸 것이 

<표 2>이다.

<표 2> 시기별 백두산 연구 황        

시기 ＼ 분야 역사․지리 문화 지질․지형 생태 기타 계

제1기

(1990-2002)
8 6 11 27 4

56

(27.7%)

제2기

(2003-2009)
23 8 4 11 4

50

(24.8%)

제3기

(2010-2016)
24 13 11 8 40

96

(47.5%)

제1기는 199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기로 백두산 지조사를 시작으로 백두산 

연구가 출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연구는 생태 분야가 선도하 으며, 지질․지

2009 4 1 5

2010 4 2 1 2 9

2011 4 2 1 1 4 12

2012 4 1 2 2 3 12

2013 5 1 3 3 10 22

2014 1 3 3 20 27

2015 3 2 1 2 8

2016 3 2 1 6

계 55 27 26 46 48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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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역사․지리, 문화 분야에서도 연구성과가 산출되기 시작하 다. 제2기는 2003

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기로 국 ‘동북공정’의 향으로 백두산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연구는 역사․지리 분야가 선도하 으며, 생태, 

문화 분야에서도 연구성과의 산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제3기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기로 백두산 폭발설이 두되면서 백두산 연구를 발시켰다. 

이 시기의 연구는 백두산 분화 응 연구가 주를 이룬 기타 분야가 선도하 으

며, 역사․지리, 문화 분야에서도 연구성과가 활발하게 산출되었다. 아래에서는 

이상과 같은 시기별 연구의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각 시기별로 백두산 연구가 

출 한 배경과 학술계의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1) 백두산 자연과학 연구의 출범(1990-2002)

제1기는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직후인 1990년부터 ‘동북공정’이 국내에 알려지

기 인 2002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1989년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1992년 한․  수교를 계기로 백두산 이 시작되면서 백두산에 한 심이 

높아졌고 연구자들의 지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질․지형, 생태 등 자연과

학 분야를 심으로 백두산 연구가 이루어졌다. 

해방 이후 백두산에 한 최 의 종합  학술조사는 동아일보의 창간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동아일보사는 경희  원병오교수를 단장으로 

‘백두산 생태계 학술조사단’을 구성하고, 1989년 7월 24일부터 8월 15일까지 백

두산 생태계를 비롯하여 연길, 용정, 집안 등지에 한 종합 학술조사를 실시하

다.8)8)이후 이화여  이 노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백두산 식물조사단’이 1989

년 8월에 백두산의 식물을 조사하 고, 한국조류연구소가 백두산의 생태계와 지

질을 조사하 다.9)9)1991년 7월에는 충남 학교 개교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백두산 자연생태계 연구 ’이 구성되어 백두산에 올랐으며,10)10)8월에는 북한연구

8) �동아일보� 1989.8.25 ｢민족 정기의 뿌리, 백두산 탐사｣. 학술조사단은 백두산의 지형, 

설, 식물, 동물 등에 한 답사 결과를 동아일보에 게재하고 1991년에 단행본으로 출간

하 다. 이용수, 1991 �백두산 탐사�, 한국교육문화원.

9) 과학기술처 편, 1990 �백두산 자연생태계와 지질 비조사�, 과학기술처; 이 노, 1991 �백

두산의 꽃�,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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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한국하천연구소가 ‘압록강 탐사 ’를 구성하여 백두산과 압록강 수계를 답

사하는 등 백두산 지조사가 잇따랐다.11)11)   

1989년부터 개인별로 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이루어진 백두산 지조사를 바

탕으로 백두산의 지질, 지형, 동물, 식물 등 자연과학 분야를 심으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백두산: 그 형성과 역사, 자연, 생태계�(박찬교, 1993),  

�백두산�(심혜숙, 1997) 같은 백두산의 역사, 지리, 생태 등을 망라한 단행본이 

발간되어 백두산 안내서 구실을 하 다. 한 북한에서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모두 10권으로 간행된 ‘백두산총서’  일부가 1998년부터 국내에 소개되어 백두

산 연구의 자극제가 되었다.12)12)특히 한국생태학회는 1997년 7월에 ‘백두산 생태

계 조사단’을 구성하여 백두산 지조사를 실시하고, 이듬해 학회지에 ‘백두산 

생태계 조사’ 특집을 마련하 다.

이밖에도 고려 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는 1990년 11월 ‘한민족에 있어서 백

두산 설화의 의미’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백두산 문화 연구의 첫걸음

을 내디뎠으며,13)13)1983년에 제출되어 폐기되었던 ‘백두산 유권 확인에 한 결

의안’이 1993년에 국회의원 261명의 서명을 받아 다시 제출됨으로써 백두산 

토문제에 한 심을 환기시켰다. 

2) 백두산 역사․지리 연구의 본격화(2003-2009)

제2기는 국의 ‘동북공정’ 소식이 국내에 해지는 2003년부터 간도 약 100

주년을 맞는 2009년까지의 시기로, 동북공정의 향으로 역사․지리 분야를 

심으로 백두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3년 하반기에 동북공정을 통한 

10) 충남 학교 편, 1992 �백두산 자연생태 종합학술조사보고서�. 

11) 김태철, 1991 ｢백두산의 기상과 수리｣ �한국농공학회지� 33-3; 북한연구소․한국하천연

구소 편, 1991 �압록강과 두만강: 백두산 천지�, 홍익재.  

12) 백두산 총서는 미생물, 식물, 기상수문, 토양, 지형, 명역사, , 동물, 지질 등 각 분

야를 다룬 9권과 백두산 지도첩을 포함하여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1998년

에 �백두산탐험자료집�을 별도로 발간하 다.

13) 고려 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1990 �한민족에 있어서 백두산 설화의 의미�, 고려 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학술회의의 성과는 �백두산 설화 연구�(정재호, 1992)로 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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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동북공정에 항하기 한 다양한 

책과 논의가 쏟아져 나왔는데, 일각에서 ‘동북공정의 핵심이 간도’라는 주장과 

더불어 ‘간도 약 무효’를 통한 간도 유권 회복이 제기되었다. 2004년 들어 경

향신문사의 시사주간지 �뉴스메이커�는 “우리 땅 간도를 되찾자”는 특별기획을 

마련하고 백두산  한  국경지 를 취재하는 등 언론사에서 연일 간도문제를 

보도하 고, ‘간도되찾기 운동본부’는 간도 약이 체결된 9월 4일을 ‘간도의 날’

로 선포하는 등 국민운동 차원에서 간도문제를 이슈화하 다. 한 2004년 9월 

국회에서 김원웅 의원 등 국회의원 59명이 백두산 토문제를 간도 토문제로 

확 하는 ‘간도 약의 원천  무효 확인에 한 결의안’을 제출하 다.  

간도 토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고 사와 만주에 한 심이 높아

지면서 간도 유권 연구와 더불어 북방사 연구가 확산되었으며, 간도문제와 결

부되어 토문제의 일환으로서 백두산에 한 역사지리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2004년 2월에 국의 역사왜곡에 응하기 하여 ‘고구려연구재단’이 발족하고 

�북방사 논총�을 발간하 으며, 6월에 국사편찬 원회는 백산학회와 공동으로 

‘한국 근 의 북방 토와 국경문제’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성과물을 

발간하 다.14)14)이 게 간도 토문제로 발된 백두산에 한 심은 백두산정

계비와 연 된 토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근 시기 백두산 인식  토와 경

계 인식으로 확 되었으며, 백두산 여행기, 백두산을 형상화한 문학작품, 백두산 

개발 등에 한 연구로 확 되었다. 한 �조선시  북방사 자료집�(고구려

연구재단, 2004), �조청 국경회담 자료집�(고구려연구재단, 2005) �백두산정계비 

자료집�(동북아역사재단, 2006) 등의 자료집과 �잃어버린 풍경 2(1920-1940): 백

두산을 찾아서�(호미, 2005), �백두산으로 가는 길: 국군 장교의 백두산 등정

기�(살림, 2008) 등의 여행기가 간행되어 백두산 연구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3) 백두산 분화 응 연구의 활성화(2010-2016)

제3기는 백두산 폭발설이  이슈로 등장한 2010년부터 2016년에 이르는 

14) 국사편찬 원회 편, 2004 �한국 근 의 북방 토와 국경문제�(한국사론 41), 국사편찬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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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로, 백두산 폭발 가능성이 두되면서 백두산 분화 응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다. 백두산 폭발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0년  후반기

인데, 당시에는 일본과 국의 백두산 화산 연구가 해지면서 과거 백두산 분

화의 사례와 더불어 백두산 분화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2010년 4월 아

이슬랜드 화산의 분화로 인한 유럽의 항공 란을 계기로 백두산 화산 폭발의 임

박성과 험성이 부각되었다. 아이슬랜드 화산 폭발로 유럽 역으로 화산재 피

해가 확산되자 언론사들은 백두산 화산 폭발이 임박하 고 백두산 화산 폭발로 

인한 한반도 피해가 아이슬랜드 화산 폭발을 능가할 것이라고 보도하 으며, 

2002년부터 백두산 지역을 심으로 지진 발생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졌다는 

국발 측이 덧붙여지면서 백두산 분화에 한 심은 백두산 폭발에 한 우

려와 기감으로 바 었다. 

이러한 분 기 속에서 소방방재청, 기상청, 국립방재연구원,15)15)등 정부기구를 

심으로 백두산 분화에 한 응책이 마련되었다. 기상청에서는 2011년 3월 

‘선제  화산 응 종합 책’을 수립하 으며, 소방방재청과 국립방재연구원은 

2012년 3월에 백두산 화산재해 응을 한 체계 인 연구수행을 하여 142억

원 규모의 ‘백두산 화산 응기술 개발사업단’을 발족하 다.16)16) 한 백두산 화

산에 한 남북 공동연구가 제기되었다. 2011년 3월 북한측에서 백두산 화산 공

동연구를 제의하 고, 민간 문가 차원에서 두 차례의 ‘백두산 화산 련 남북 

실무 ’을 거쳐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한 남북 학술토론회와 백두산 지

답사에 합의하 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러한 분 기 속에서 2011년 6월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백두산 화

산 폭발의 가능성, 향, 처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계기로 련 기 과 

연구소에서 백두산 화산 폭발과 련한 학술회의, 포럼이 잇달아 열렸으며, �백

두산 폭발의 비 �(소원주, 2010), �백두산 폭발의 날�(윤성효, 2010) 같은 

안내서가 출간되어 의 심을 발하 다. 백두산 폭발의 이슈화로 백두

15) 행정안 부 산하 ‘국립방재연구원’은 2013년 3월에 ‘국립재난안 연구원’으로 명칭을 변

경하 고, 2014년 11월에 국민안 처 산하로 변경되었다.

16) ‘백두산 화산 응 기술개발 사업단’은 총 142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 6월까지 1단계 3

개년 동안 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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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화산활동에 한 연구뿐만 아니라 백두산 화산 폭발로 야기되는 피해를 방지

하기 한 재해방지 분야의 연구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한국지구과학회는 

2013년 학회지인 �한국지구과학회지�에 ‘백두산 화산 폭발’ 특집을 마련하 고, 

한국외국어 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는 2014년 7월 ‘백두산 화산재해 연구 ’과 

공동으로 “백두산 화산 재해와 국제지역연구”라는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학

회지에 ‘백두산 화산 분화에 의한 한반도 향’ 특집을 마련하 다.

백두산 폭발 이슈화로 백두산에 심이 쏠리면서 여타 분야의 백두산 연구

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국학 앙연구원에서 �백두산: 재와 미래를 말한

다�(한국학 앙연구원, 2010), �고지도와 사진으로 본 백두산�(한국학 앙연구

원, 2011)를 발간하여 백두산 종합 연구를 추동하 으며,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국내 최 로 체계 인 백두산 고지도집인 �백두산 고지도집: 한국 고지도 속의 

백두산�(동북아역사재단, 2016)을 발간하 다.17)17)이러한 성과를 토 로 제2기에 

본격화되었던 역사․지리 분야와 문화 분야의 백두산 연구가 주제별로 심화되

었다.

3. 백두산 연구의 분야별 황

1) 역사․지리 분야

백두산 연구에서 역사․지리 분야는 백두산 토문제와 련하여 일 부터 연

구가 시작되었다. 그 지만 백두산 토문제에 한 연구는 백두산정계비와 국

경문제에 한정되었으며, 이조차도 이데올로기  규정력과 련 자료의 부족으로 

단편 이고 주 인 연구에 그치고 말았다. 2000년  들어 동북공정을 계기로 

백두산과 만주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자료의 축 으로 이데올로기  규정력을 

벗어날 수 있게 됨에 따라 역사․지리 분야의 백두산 연구는 백두산 인식의 역

17) 백두산 고지도집은 최 의 형백두산 고지도 도 집으로, 조선시 에 제작된 고지도 약 

150종 248개의 도 이 수록되어 있다. 양보경․이 군․문상명, 2016 �백두산 고지도집: 

한국 고지도 속의 백두산�,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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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비롯하여 조선시  북방 토와 백두산 인식, 백두산 답사와 기행, 국의 

변강정책과 백두산 인식 등의 분야로 확 되었다. 

먼  고 에서 근 에 이르는 백두산 인식이 정리되었다. 조법종은 우리 민족

의 백두산 인식이 고구려 기 역화 과정에서 고구려의 산악 숭배신앙과 연결

되면서 형성되었고, 통일신라시기 오 산의 불교  신성성을 강조하는 표 과 

더불어 백두산 명칭이 최 로 사용되었으며, 통일신라와 고려에서 백두산 산악

신앙이 불교의 산악숭배 신앙인 문수보살 신앙과 결합되었음을 규명하 다

(2009). 송용덕은 백두산 명칭이 등장하는 10세기 말경 백두산은 고려의 천하로 

인식되었고 풍수지리설의 향으로 백두산은 조종산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며, 고

려 때 시작된 백두산 숭배와 치제가 조선 기에는 백두산이 조선의 역이 아

니라는 이유로 사 에서 삭제되었음을 밝혔다(2007). 강석화는 조선 후기 백두

산은 독자성의 상징으로 부각되었으며, 조  국가의 공식 인 제례의 상으

로 공인되고 신성시되면서 왕조의 발상지로 인식되었음을 고찰하 다(2011). 박

찬승은 고려, 조선시 에 조선 산천의 조종산(祖宗山)이라는 지리  표상으로 

인식되어 온 백두산이 1908년 신채호가 ‘백두산=단군탄강지’론을 주장하면서 단

군과 결합되었고, 1910년 에 종교  1920-30년 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러한 인식이 리 확산되었음을 밝혔다(2013).

이 게 고 에서 근 까지 백두산 인식의 변천이 정리됨으로써 백두산 연구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백두산 인식의 역사와 명칭의 형성과정에 해서는 이제 연

구가 시작된 단계이지만 백두산 인식이 다양한 종교  념과 결부되어 있으며, 

왕조/국가의 정체성 형성이나 역 의식과 하게 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

다. 반면 불함산, 개마 산, 도태산, 종태산 같은 백두산의 다양한 이칭과 련하

여, ‘도태산=백두산’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비 하면서 도태산은 길림성과 흑룡

강성의 경계를 이루는 독정자산(大禿 子山)이라는 연구(김락기, 2009), ‘백두

산=장백산’이고 그곳에서 압록강이 발원한다는 통설에 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백두산은 오늘날 길림 합달령(哈達嶺)이고 압록강은 합달령에서 발원하는 동요

하라는 연구(고 진․최원호․복기 , 2012)도 제출되었다.

조선시  북방 토와 련하여 조선 기에서 한제국까지 북방 토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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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북방정책 속에서 백두산의 상을 검토하 다. 박 모는 세종  사군육

진 개척과 사민입거(徙民入居) 정책을 검토하여 북방정책이 백두산까지 우리 

토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음을 고찰하 으며(2007), 강석화는 1712년 백두산 정

계를 계기로 백두산과 압록강, 두만강 이남을 조선의 강역으로 확보하 으며, 18

세기 후반 이후 서북 변방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개간지가 확 되면서 북방

토에 한 극 인 심이 나타났다고 주장하 다(2005). 박민 은 장지연의  

｢백두산정계비고｣가 김노규의 �북여요선�의 주요 내용과 논지를 수용하여 간도 

연고권에 한 역사  내력을 기술함으로써 간도 유권의 역사  당 성을 설

정하 다고 악하 다(2005). 이와 더불어 조선의 북방정책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청의 변경정책에 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김택경은 청말 압록강 상류의 

한․청 경계지역, 특히 집안, 임강, 장백에서 청조에 의해서 개된 행정체계의 

구축과정을 살피면서 한인 이주의 확 에 따라 경찰제도와 향약을 통한 한인 통

제가 강화되었음을 밝혔다(2013). 

문헌  지도 자료가 축 됨에 따라 고지도를 통한 백두산  경계 인식에 

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양보경은 조선후기 고지도에 한 분석을 통하여 ‘조종

산’ 인식의 확립과 더불어 백두산의 신성함이 지도에서 강조되었고, 이러한 북방

지역에 한 인식이 군 지도집 제작에 반 되었음을 규명하 다(1996). 문상명

은 고지도에 표 된 백두산 명칭과 표 을 분석하여 백두산의 다양한 명칭은 백

두산의 상징성을, 백두산 표 과 묘사는 민족의 산이라는 인식을 표출하고 있

다고 주장하 다(2013).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두만강 경계 문제는 오랫동안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백두산 정계 당시의 국경 인식 문제, 목극등이 지정한 토문강 정원 문제, 백두산 

정계 이후 경계표지물 설치 문제 등의 난제가 얽  있어서 연구의 진 이 쉽지 

않았다. 이상태는 �숙종실록� 기사를 토 로 백두산정계비 설치과정과 이후의 

목책 설치과정을 검토하면서 백두산정계비와 목책이 두만강 수원(水源)에 한 

양국의 정확한 확인 없이 설립되었고, 이러한 미 책 때문에 간도문제가 발생하

게 되었다고 고찰하 다(1996). 강석화는 백두산정계 당시 청측은 토문강과 두

만강을 같은 강이라고 인식하 고, 조선에서는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르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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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았지만 토문과 두만이 혼용되고 있었다고 악하 다. 한 목극등이 두만

강 수원이라고 지 한 물 기는 송화강에 합류하는 물 기 고, 조선측에서 두

만강 수원이라고 설책공사를 한 곳도 송화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물 기 다고 주

장하 다(1997). 최근 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의 이화자는 두만강 발원지 

지조사를 통하여 백두산정계비 건립 직후 설책공사 담당자가 정계비로부터 두만

강의 원류인 홍토수까지 석퇴․토퇴․목책을 설치하 음을 밝힘으로써 백두산정

계비 연구의 기를 마련하 다.18)18)이를 토 로 하여 이강원은 임진정계 시 토

문의 치와 이후에 설치된 경계 표지물의 치를 비 으로 검토하여 경계표

지물이 백두산정계비에서 두만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을 규명하 다(2015․

2016).

국제법 분야에서는 백두산정계비의 국경비로서의 효력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부분의 국제법 연구자들이 백두산정계비를 국경비로 인정하는 반면 양태진은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간 지 (間曠地帶)’를 조선의 토로 악하여 백두산

정계비의 국경비로서의 성격을 부정하고 ‘백두산 석비(石碑)’로 부를 것을 제안

하 다.19)19)노 돈은 백두산지역의 국경선이 1712년 백두산 정계 당시의 ‘압록강-

정계비-토문강’에서 1909년 간도 약 당시의 ‘압록강-정계비-석을수’로 변경되었

고, 다시 북한과 국의 합의로 ‘압록강-백두산 천지-홍토수’로 변경되었음을 확

인하면서, 백두산정계비의 효력을 부인하고 압록강 이북에 한 유권 주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 하 으며(1990), 이일걸은 ‘백두산 석비’가 청의 독단 인 

국경 선언이므로 압록강 이북에 한 유권 주장을 해서 간도 약 무효 주장

과 더불어 백두산석비가 무효임을 주장해야 한다고 하 다(1992․1996). 

백두산 기행과 탐사를 다룬 연구도 이루어졌다. 정욱재는 식민지 조선인 료

던 박 철이 1919년에 백두산을 여행한 후 간행한 �백두산유람록�에 한 분

18) 이화자, 2012 ｢ 국․북한 국경 답사기: 백두산 토퇴군의 새로운 발견｣ �문화역사지리�

24-3; 2013 ｢백두산 정계의 표식물-흑석구의 토석퇴에 한 새로운 고찰｣ �동방학지�

162. 이화자의 연구를 통하여 1880년  조․청 국경회담에서 조선측의 입장이 토문강 경

계에서 홍토수 경계로 환되는 과정에 한 의문이 해명되었다. 김형종, 2018 �1880년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서울 학교출 문화원, 267-272면. 

19) 양태진, 1981 �한국의 국경연구�, 동화출 공사. 



302·한국문화 84

석을 통하여 간도에 한 토 념을 고찰하 으며, 종교인 성세 이 1922년 

백두산을 여행하고서 남긴 �유백두산기행록(遊白頭山紀行 )�에 한 분석을 통

하여 백두산을 시조 단군이 개국한 민족의 발상지로 신성시하 고 국경문제에 

한 서술에서 민족의식과 토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악하 다(2010․

2012). 이훈은 1677년 청나라 료 우머 (武黙納)의 장백산 탐사를 상으로 

청조가 장백산과 만주족 시조인 부쿠리 용 을 결합시킴으로써 황제권 강화를 

도모하 으며, 부수 으로 조선 경지역의 지리 정보를 악하고 러시아에 

비하려는 목 도 있었음을 밝혔다(2014). 

그밖에도 국의 변강정책과 련하여 ‘장백산문화론’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 조법종은 국의 ‘장백산문화론’을 숙신계 종족에 의하여 형성된 산악숭배신

앙으로 이해하고, 동북공정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민족문화의 독자성을 부인하려

는 정책이라고 악하 으며,20)20)윤휘탁은 장백산문화를 화문화의 요 구성요

소이자 특색을 지닌 동북지역의 민족문화로 이해하고, 국은 이를 통하여 동북

지구 소수민족의 단결과 경제발 을 추구한다고 분석하 다(2007).

2) 문화 분야

문화 분야의 백두산 연구는 백두산 설화 연구에서 시작되었고,21)21)이후 백두산 

신앙과 치제, 백두산 여행기, 백두산을 형상화한 문학작품  미술작품에 한 

연구로 확산되었다. 

백두산 설화에 련한 연구를 보면, 김성식은 ‘내두산과 칠성 ’, ‘천지와 열여

섯 ’, ‘선녀폭포’, ‘백두공’, ‘와호 ’, ‘백운 ’, ‘ 나무와 만병 ’ 등의 백두산 설

화에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양상에 하여 분석하 으며(2004), 안상훈은 1898년 

가린-미하일로 스크가 조선 북부지방을 탐사하면서 백두산 설화를 수집, 채록

하던 이야기 의 모습을 살펴보았다(2015). 임철호는 백두산 원지(圓池)에 한 

20) 조법종, 2007 ｢장백산문화론에 한 비  검토｣ �백산학보� 79.  

21) 1990년 고려 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학술회의의 성과를 간행한 �백두산 설화 연구�(정재

호 편, 1992)에는 백두산 신화 3편, 백두산 설 47편, 백두산 민담 20편이 자료로 수록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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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족 신화인 ‘부르후리( 爾瑚里)’가 한족과 조선족에 의하여 각기 승, 변이

되는 양상을 검토하면서 조선족 설화인 ‘옥녀늪 설’이 만들어지는 배경과 과정

을 분석하 다(2011). 

이와 더불어 신앙과 제사의 상으로서 백두산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백

두산은 오랜 옛날부터 민족의 성산으로 숭상되어 왔으며, 통  동양사상인 불

교, 유교, 도교의 발상지로 여겨졌다는 연구(안창범, 1996), 백두산을 심으로 

하는 명신앙이 해져서 일본의 백산신앙이 되었다는 연구(김철수, 2015), 

종교도 백두산을 심으로 활동하던 백 의 단군신앙을 토 로 설립되었다는 연

구(박 수, 2009)가 제출되었다. 한 만주어로 된 1908년의 장백산 제문(祭文)

에 한 해석과 더불어 어문학  분석을 시도한 연구(박상규, 1990), 청  백두

산에 한 국가  제례 공간(망제 )이 화민국 들어 민간의 제사 공간(여래

사, 산신노 두묘)로 변화하 음을 분석한 연구(허종화․성종상, 2016)도 나와서 

조선과 청의 백두산 치제가 주목되었다.

조선후기에서 식민지시기에 이르는 백두산 여행기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진재교는 18세기 백두산을 형상화한 유람기와 한시를 상으로 그들의 백두산 

진경에 한 묘사가 민족  미의식의 자각이라는 에 주목하 으며(2000), 손

혜리는 백두산정계비 설치 이후 집 으로 술된 백두산 유람 기록을 상으

로, 18세기 반에는 직  견문한 사실을 기록하는데 치 하 다면, 18세기 후반

에는 백두산의 승경이나 북 의 형세가 기록되었음을 밝혔다(2008). 이 일은 

서기수의 �유백두산기(遊白頭山記)�를 조선후기의 다른 백두산 유람기와 비교하

면서 서기수의 백두산 유람기가 소품취( 品趣)가 농후하며 서사  짜임새가 돋

보인다고 주장하 으며(2012), 조창록은 서명응과 조엄의 �유백두산기�를 상

으로 그들의 백두산 여행기가 당시의 토인식과 자연지식을 잘 보여주는 기록

이라고 악하 다(2014). 최남선의 �백두산근참기�에 한 분석도 이루어졌는

데, 복도훈은 �백두산근참기�가 민족의 유구한 기원과 시작의 신화를 재 한다

고 주장하 으며(2005), 서 채는 최남선의 백두산 여행은 민족의 기원인 단군

을 찾아가는 순례길이었고 �백두산근참기�는 역사연구에 수용되기 어려운 민족

주의  열정이 력을 발휘하 다고 고찰하 다(2005). 역사․지리 분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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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기행문 연구가 인물에 한 분석을 토 로 기행문의 시  의미를 규명

하고자 하는 반면 문학 분야에서는 기행문에 한 텍스트 분석에 을 두고 

있다.  

백두산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과 련해서는 고은의 서사시 �백두산�과 조기천

의 서사시 �백두산�에 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장은 은 고은의 �백두산�이 

1980년 가 요구한 민족 정체성을 망각과 기억의 서사를 통하여 형상화하 음을 

고찰하 고(2010), 오성호는 조기천의 �백두산�이 김일성의 항일 명을  

과거로 통합시킴으로써 북한에서 서사시가 지배 인 장르로 정착하게 했다고 

악하 으며(2003), 고 철은 조기천의 �백두산� 텍스트를 세 가지로 계열화하고 

북한 정치사와 련하여 분석하 다(2005). 한 한국, 북한, 조선족의 시에 

나타난 백두산의 이미지에 한 연구(이기철, 2000; 조 희․이승하, 2016)가 이

루어졌다.  

이밖에도 미술사 분야에서 북한에서 제작된 백두산 풍경화를 상으로 백두산 

재 의 시기별 변천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 연구(박계리, 2011)가 이루어져 백두

산 문화 연구의 폭을 넓 주었다.

3) 지질․지형 분야 

백두산 지질․지형 분야에서는 1990년  반에 백두산 지역의 지질과 지형에 

한 개 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백두산 지역의 화산지형과 

빙하지형  백두산의 화산활동 등에 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2010년  

반 백두산 폭발설이 두하면서 백두산 화산활동  화산분출 시기에 한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먼  1989년부터 1991년까지의 백두산 지조사를 바탕으로 백두산 지역의 지

질 분포, 화산활동과 암석류, 백두산지역의 지형  특징 등에 한 개  정리

가 이루어졌다(홍 국, 1990; 김주환, 1992; 김주환, 1996). 백두산 지역의 화산

지형과 련해서는 백두산 지역의 용암동굴에 한 연구(김경훈 외, 1993; 윤정

모, 2005), 북한쪽 백두산 지역에서 채취한 흑요석에 한 연구(진미은․문성

우․류춘길, 2014)가 이루어졌다. 빙하지형과 련해서는 신생  제4기 기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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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인한 빙하 활동으로 형성되었다고 추정되는 백두산의 빙하지형에 한 연

구(김종범, 1994; 이성이 외, 2012), 백두산 소천지와 달문에서 발견된 구조토에 

한 연구(최인숙 외, 2010)가 발표되었다. 

백두산 화산활동을 다룬 연구로서는, 올리고세에서 홀로세에 이르는 백두산의 

화산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화산암류에 한 연구(윤성효․원종 ․이문원, 

1993), 백두산 화산 분화의 조활동으로서 마그마 활동 양상 변화에 따라 화산

성 지진활동 증가, 지표면 팽창, 화산가스의 헬륨 농도 증가, 화산가스 방출량 

증가, 온천수의 온도 증가 등의 상이 나타난다는 논지의 연구(이정 ․윤성효, 

2012; 윤성효․장철우, 2013), 화산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화산재, 천지 칼데라

의 분화물, 부석, 화산가스와 온천수 등에 한 연구(소원주․윤성효, 1999; 이

상철 외, 2014; 윤성효․고정선, 2014; 윤성효, 2015)가 이루어졌다. 특히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이 주목되면서 백두산의 과거 화산 분출 시기를 추정하는 연구

가 이루어졌다. 좌용주․이종익은 목탄과 나무 시료에 한 탄소 연  측정을 

근거로 제4기 홀로세에 일어난 백두산 화산분출 시기는 760년에서 960년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 으며(2003), 윤성효는 역사기록에 나타난 939년부터 

1925년까지 총 31건의 백두산 분화 기록을 화산학  에서 해석하는 한편, 

백두산 분화에 한 청과 조선의 사료를 분석하여 1668년, 1702년, 1903년에 백

두산 천지가 분출하 다고 주장하 다(윤성효․최종섭, 1996; 윤성효․이정 , 

2011; 윤성효, 2013).

그밖에 백두산 화산에 한 연구동향이 정리되었다. 박경은 백두산 화산활동

과 련한 국내, 일본, 국의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휴화산/활화산 논쟁과 련

하여 화산 문가들은 1만 년  이후, 즉 홀로세 기간의 분출 기록이 있는 화산

은 활화산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백두산을 활화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

장하 다(2013).

4) 생태 분야 

백두산 지역은 동북아시아에서 생태계가 가장 풍부하여 국측 백두산은 1979

년, 북한측 백두산은 1989년부터 유네스코의 생물권보호구역(Biosphere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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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정되어 보존되어 왔다. 생태 분야는 백두산의 식물, 동물, 미생물에 한 

연구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1990년  이래 지조사를 토 로 한 백두산의 식

생 와 식물상에 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백두산의 식물을 다룬 연구로서는 백두산의 삼림분포, 백두산 고산 원의 식

물상, 백두산의 자원식물과 희귀식물 등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  백두산

의 식생   산림 분포와 련한 연구를 보면, 임양재․심재국은 백두산의 지

형 ․지질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백두산의 식생 의 수직분포를 반 으

로 검토하 으며(1998), 백두산 서북사면 삼림의 수직분포(침엽․활엽수림 , 하

부 침엽수림 , 상부 침엽수림   사스래나무림 , 고산 목 , 고산 본 )

에 한 연구(장남기 외, 1991), 백두산 동사면 용암 지 산지 지의 분포와 변

화에 한 연구(김남신, 2012), ordination 방법을 사용한 8개 산림군집에 한 

연구(송호경, 1992), 백두산 서측사면의 삼림한계선의 구조와 동성에 한 분

석  서측사면 식물군집의 동성에 한 연구(장남기, 1990; 심규철 외, 1998)

가 발표되었다. 

백두산의 식생  에서도 고산 원의 식물상에 한 연구가 많이 나왔는데, 

백두산 달문지역 고산 원의 식생에 한 연구(이희선 외, 1998), 백두산 분화구

내 천지 주변의 식물분포에 한 연구(장남기․여성희․이선경, 1992), 백두산 

서북사면 고산 원의 식생에 한 연구(이성규, 2001), 백두산 청석  서쪽사면 

고산 원의 식생에 한 연구(이성규, 2002), 백두산 수목한계선(해발 2,000m) 

상부 고산 원에 한 연구(김 섭 외, 1998), 백두산 고산 원에 자생하는 두메

양귀비, 참돌꽃에 한 연구(안 희 외, 2010; 오인숙, 2004; 소상섭, 2008) 등이 

이루어졌다. 한 백두산 지역의 식생 에 한 연구로는 장백산 자연보호구내

의 상록활엽수 34종류에 한 연구(김종홍․윤경원, 1998), 백두산 일 의 진달

래과 식물의 분포와 식생  생태  특성에 한 연구(강귀옥․ 남․안 희, 

2011; 김 화 외, 2013)가 제출되었다.

백두산의 자원식물에 한 연구를 보면, 백두산 자원식물 703종에 한 조사

와 백두산 야생  재배 항암식물에 한 연구(김철수, 1993; 안상득, 1994)가 

나왔으며, 백두산의 희귀식물에 련해서는 천지와 소천지의 희귀식물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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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오 경, 2006), 백두산 화살나무속 신종인 백두산회나무에 한 연구(황

용․소순구, 1997), 백두산에서 처음 발견된 수림란에 한 연구(이정심, 2013)

가 이루어졌다. 

백두산의 곤충과 어류에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백두산에서 채집한 뿔나방

과에 한 연구(박규택․이 석, 2000), 백두산에서 채집한 밤나방과의 Herminiinae

아과 27종에 한 연구(한휘림․김 용․박규택, 2006), 백두산의 서쪽과 북쪽 

사면에서 채집한 메뚜기목과 바퀴목에 한 연구(백종철 외, 2007)가 나왔으며, 

송화강, 압록강, 두만강의 담수어류에 한 문헌조사와 8과 30종에 한 표본조

사(손 목, 1993), 백두산 천지  소천지에 서식하는 동물성 랑크톤에 한 

연구(유형빈, 1998)도 제출되었다.

백두산의 미생물에 한 연구는 주로 균류를 상으로 한 것인데, 백두산과 

송화강 유역에서 채집한 고등균류 420여 에 한 연구(박성식․조덕 , 1992), 

백두산의 해발고도 960m-2,350m 지역의 산림에서 세포성 균의 출 과 분포에 

한 연구(심규철․장남기․강경미, 1998), 백두산 장백폭포에서 채취, 분리한 

균주에 한 연구(이하얀 외, 2007), 백두산 해방 1,500m 이상의 식물군락지의 

토양 미생물에 한 연구(성치남․백근식․김종홍, 1998)가 이루어졌으며, 조덕

은 백두산 일 에서 채집한 균류를 분석하여 12종의 미기록종을 확인하 다

(2010).

5) 기타

기타 분야에서는 백두산 개발과 백두산 분화 응 등의 주제를 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백두산 개발과 련해서는 백두산 길이 열리는 

1990년  반에 백두산 자원에 한 소개가 이루어졌고, 국의 백두산 개

발이 본격화되는 2000년 부터 백두산의 리조트, 호텔 등의 시설에 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

백두산 자원 개발을 다룬 연구를 보면, 백두산의 자연 자원(백두산과 

연 , 천지, 폭포와 온천, 강 곡, 삼지연 등), 생태 자원(동식물, 산림 

등), 문화 자원(백두산정계비, 종덕사 등)을 소개하고 연변 업의 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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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 으며(임한수․김선희, 1992; 장삼환, 1992), 나아가 시장 분석과 더

불어 백두산 특구 지정, 백두산 휴양지 개발, 생태  로그램 개발 등 다

양한 자원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엄서호, 1998; 김재민․김경회, 200

5․2006)가 제출되었다. 백두산 시설과 련해서는, 화평리조트, 송강리조트, 

세계평화시 등 국에서 추진 인 백두산 지역 리조트 개발계획을 분석한 연구

(김재민, 2000), 4성   5성  호텔을 상으로 호텔의 서비스 품질에 따른 종

업원 만족도  고객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이정자․최철호, 2004; 최철호․정

호권, 2005; 이정자․동려민, 2012)가 나왔다. 백두산 지역 문화유산의 활용과 

련되는 연구도 나왔는데, 오일환은 박물 에 시되거나 교과서에 나오는 백

두산, 압록강, 두만강 등 한  경계지역의 문화유산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 콘텐츠 구축과 교육  활용 방안을 제시하 다(2011).   

2010년 백두산 폭발의 이슈화로 백두산 화산 폭발로 야기되는 피해를 방지

하기 하여 화산 분화의 조 상 측과 한반도 피해범  측  응방안 

마련을 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김근 은 백두산 화산 폭발시 방재계획 수립을 

한 연구의 체계를 ‘화산폭발 험도 분석→화산폭발 피해 분석→화산폭발 시

나리오 개발→화산폭발 시스템  피해→화산폭발 경제  피해→화산폭발 사회  

피해’로 이어지는 6단계로 악하 는데,22)22)백두산 분화 응 연구도 이에 하

여 살펴볼 수 있다. 

먼  백두산 화산 폭발의 험도를 분석하는 연구로서는, 지질․지형 분야에

서 백두산 화산활동  분화 기록에 한 조사를 토 로 백두산 화산 마그마 활

동 측에 인공 성 사용가능성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이덕수 외, 2013; 오

창환 외, 2014). 백두산 화산 폭발에 따른 피해를 분석하는 연구로서는 백두산 

화산 폭발에 따른 용암, 화쇄류, 화산재, 화산가스의 유출로 인한 피해  화산 

폭발로 인한 홍수, 지진 피해를 측하는 연구가 제출되었다(김남신, 2011; 이순

환 외, 2012; 김승욱 외, 2013; 이길하 외, 2014; 윤성효․장철우․김선경, 2014; 

백은림 외, 2014). 한 화산폭발에 따른 시스템 , 경제  피해를 분석하는 연

구로서는 항공교통, 농업생산, 산업시설 피해  환경오염에 한 연구(이윤정 

22) 김근 , 2010.12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과 교통분야 응과제｣ �월간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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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4; 박근오 외, 2014; 최은경 외, 2014; 이연정 외, 2014)가 이루어졌으며, 

화산폭발의 사회경제  향을 검토하는 연구(강주화 외, 2013; 정기웅, 2014)도 

나왔다.  

그밖에 백두산 분화 련 연구동향 분석이 이루어졌다. 박숭환․이명진․이

희는 198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225건(연구보고서 31건, 논문 114

건, 학술 회 발표자료 80건)의 백두산 분화 련 연구성과를 분석한 결과, 2010

년 이후 지구과학 분야 성과가 많았고, 백두산 분화 감시․ 측 련 연구  

성 상을 이용한 공간정보자료 활용 연구의 비 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내

놓았다(2015).  

4. 나가며: 백두산 연구에서 백두산 지역연구로

이상에서 시기별․분야별로 검토한 1990년  이래 백두산 연구의 황을 종합

해 보면, 한국학계의 백두산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를 지나 각 분야의 연구가 심

화, 확 되는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1989년부터 백두산 지조사가 가능하

게 됨에 따라 지질․지형․생태 분야 심으로 백두산 연구가 출범하 고, ‘동북

공정’을 계기로 역사․지리․문화 분야에서 연구 주제가 확 되었으며, 백두산 

폭발이 이슈화되면서 백두산 화산활동  분화 응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역

사․지리․문화 분야의 백두산 연구도 심화되었다. 토문제에서 출발한 백두산 

연구는 1990년  백두산 지조사  2000년  ‘동북공정’을 기회로 이데올로기

 규정력에서 벗어나 학술 연구로 자리잡을 수 있었으며, 각 분야에서 연구 주

제를 확 , 심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

그 지만 학술 연구로서 백두산 연구는 기에 처해 있다. 지조사를 기반으

로 하는 지질․지형․생태 분야에서는 자유롭고 자율 인 백두산 지조사가 불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23)23) 재 근이 불가능한 북한

23) 1990년 부터 국측 백두산은 유네스코의 생물권보호구역(Biosphere Reserve)으로 

리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분석을 한 채집이나 채취, 정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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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백두산은 물론이거니와 국측 백두산도 국정부의 허가 없이는 장 근

이 어려우며, 공간된 문헌을 제외하고는 조사자료와 측데이터의 공유도 어려

운 실정이다. 역사․지리 분야에서는 국경문제라는 민감성 때문에 국내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개발 분야에서는 2005년 ‘장백산 리 원회’ 설치 

이후 으로 개되고 있는 국의 장백산문화 연구와 백두산 개발에 해

서도 단편 인 연구 밖에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반기 백두산 폭

발의 이슈화로 인한 백두산 분화 응 연구의 돌출은 학술  기반이 허술하고 조

사자료와 측데이터 조차 빈약한 백두산 연구가 처한 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다.       

이러한 백두산 연구의 학술  기와 더불어 백두산 연구의 학술  기반 마련

을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 은 연구자의 시야가 백두산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다. 백두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백두산 천지와 백두산 산체, 그리고 압록강, 두

만강, 송화강의 수원을 가리킬 뿐이었다. 이처럼 백두산 자체로 시야가 한정되었

기 때문에 백두산과 망천아(望天鵝)를 심으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화산지형 

반을 포 할 수 없었고, 백두산 고산지 에서 국 동북지역의 산림지 로, 그

리고 한반도 북쪽의 산림지 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포 할 수 없었다.24)24)더욱이 

백두산과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松花江) 유역을 터 으로 살아가는 거주민들을 

포 할 수 없었기에 숭배의 상으로서 백두산만 찾아야 했고, 백두산정계비와 

결부된 경계문제만 부각될 뿐이었다.

이러한 백두산 연구의 학술  기를 넘어서기 하여 앞으로의 백두산 연구

는 우선 시야를 확 할 필요가 있다. 백두산뿐만 아니라 백두산에서 이어지는 

국 동북의 삼림지 와 한반도 북쪽의 삼림지 , 그리고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 유역을 포 하는 지역으로 백두산 연구의 지평을 넓 야 

가 있었다. 김종홍․윤경원, 1998 ｢백두산과 북한의 상록활엽수｣ �한국생태학회지� 21-5, 

533면.   

24) 2017년 4월에 간행된 � 국국가지리� 길림 특집호에서는 백두산의 산지툰트라 (山地苔

原帶)에서 온 활엽수 (溫帶闊叶林帶)에 이르는 생태계 분포  백두산천지화산추와 

망천아화산추를 심으로 한 장백산화산군의 분포를 보여 다. 中國國家地理雜誌社, 

2017.4 �中國國家地理�, 50면, 7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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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게 백두산 연구의 범 를 ‘백두산 지역’으로 확 할 때, 백두산 연구는 

백두산에 한정되거나 국민국가 단 로 분할되는 문제 을 극복하고 한반도 북부

와 국 동북지역의 남쪽 부분을 포 하는 지역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이다. 지역연구로서 백두산 연구는 국민국가 단 를 넘어서는 백두산 지역의 거

주민들과 문화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착하고, 분과학문의 단 성을 극복하고 

연  학문을 종합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백두산 지역연구의 모색

을 하여 기존의 형 인 지역연구인 제2차 세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연구, 후 지역연구의 선구로서 일본의 만주 연구, 지역연구의 국 으로서 개

개방 이후 부상하고 있는 국의 변강 연구 등을 참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역연구 역시 학문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25)25)따라서 백두산 연

구는 지역연구를 표방하면서도 변경 연구, 로컬 연구 등 지역연구의 난 을 헤

쳐나갈 수 있는 이론  기반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주제어 : 백두산, 장백산, 동북공정, 백두산정계비, 지역연구

투고일(2018. 10. 30),  심사시작일(2018. 11. 19),  심사완료일(2018. 11. 28)

25) 하르투니언은 미국의 지역연구 로그램이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들에 한 체

이고 통합 인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 지만 차 연구방법이 기존 학문분과의 정당성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범 는 국민국가 단 로 축소되었고, 미국정부와 기업을 

해서 기여하는 정교하게 분할된 지식노동으로서의 특징은 해당 지역에 한 통합된 학문

 논의를 좌 시키고 지역연구를 분할하고 편화하 다고 비 한다. 해리 하르투니언, 

2006 �역사의 동요: 근 성, 문화, 일상생활�, 휴머니스트, 90-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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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ce and Crisis in the Study of Baekdu Mountain

- A Critical Review in the Study of Baekdu Mountain since 1990s -

Bae, Sungjoon *

26)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research trend in the study of Baekdu Mountain from 

1990 to 2016. It includes five fields such as history & geography, culture, geology & 

topography, ecology, and other areas. Reviewing the study of Baekdu Mountain since 

1990s, I think the study of Baekdu Mountain i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al stage 

through the early stage. As the field study on Baekdu Mountain was possible from 

1989, the study on the fields of geology & topography and ecology of Baekdu 

Mountain was launched. With the China’s ‘Northeast Borderland Project’ in 2002, the 

full-scale study of Baekdu Mountain was begun in the fields of history & geography 

and culture. As a serious volcanic eruption of Beakdu Mountain was reported in the 

early 2010s, the studies of the valcano of Beakdu Mountain and the responses for 

valcano eruption was sparked. In 2000s, it was established as academic area in an 

academic field escaping from the ideological power.

The study of Baekdu Mountain in the academic field may still be in danger. The free 

and autonomous field study on Baekdu Mountain has been impossible and the sharing 

with the document and the observation date of the China’s part of Baekdu Mountain has 

been difficult. On the field of tourism, it is also hard to respond to the spread of the 

theory of Changbaishan Culture and large-scale development on Baekdu Mountain. With 

the academic crisis in the study of Baekdu Mountain, its fundamental problem was that 

the researcher’s view was limited to Baekdu Mountain itself. Therfore the study of 

Baekdu Mountain has to change into the area studies of Baekdu Mountai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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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the range from the northeast region of China to the northern part of Korean 

Penninsula and the basin of Yalu river, Tumen river and Songhua river. 

Key Words : Beakdu Mountain, Changbaishan, China’s Northeast Borderland Project, 

the stone maker on Beakdu Mountain, area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