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 그리고 두만강 
 

동국조선의 강역을 설명할 때 “요수(遼水)의 동(東)쪽 장백산(長白山)의 남(南)쪽”이라고 합니다. 

이전글 “요수와 베링해” 에서 요수의 위치와 요동반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사라지게 되었는지 보았었습

니다.  이번엔 배달겨레의 성산 백두산과 장백산을 찾아보겠습니다. 

 

1. 현재의 백두산은 가짜다. 
 

조작된 세계사 속의 백두산인 현재의 백두산을 보면 
 

백두산 [白頭山]   브리태니커 
함경도와 중국 지린 성(吉林省)에 걸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2,750미터에 달한다. 산의 

봉우리에는 칼데라 호(caldera湖)인 천지(天池)가 있으며 압록강, 두만강, 쑹화강으로 흘러간다. 
 

 
아름다운 칼데라호가 있는 멋있는 산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의 백두산과는 완전히 다른 산입니다. 

 
사적상의 백두산의 조건을 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회령도호부[會寧都護府] 

백두산(白頭山) 바로 장백산(長白山)이다. 부의 서쪽으로 7, 8일 걸리는 거리에 있다. 산이 모두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2백 리요, 가로는 천 리에 뻗쳐 있다. 그 꼭대기에 못이 있는데, 둘레가 80리이다. 

남쪽으로 흐르는 것은 압록강(鴨綠江), 북쪽으로 흐르는 것은 송화강(松花江)과 혼동강(混同江), 동북으로 

흐르는 것은 소하강(蘇下江)과 속평강(速平江), 동쪽으로 흐르는 것은 두만강(豆滿江)이다 [중략] 
 

백두산과 장백산은 같은 산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가로로 천리(약400km)게 걸쳐있는 거대한 산입니다. 
 

 
 

현재의 백두산은 아무리 크게 잡으려 해도 23km 정도로 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백두산의 크기 천리

(400km)와는 전혀 맞지 않으며 산이 작아 높이도 몇십리 되지 않는 작은 산으로 백두산이 아닙니다. 



2. 조선왕조실록에서의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 
 

인조 7권, 2년(1624 갑자 / 명 천계(天啓) 4년) 9월 28일(기묘) 1번째기사 

함경 감사 이창정(李昌庭)이 치계하기를, 
 

“신이 순행차 삼수(三水)에 도착하여 관방(關防)의 형세를 살펴보건대, 백두(白頭)·장백(長白) 두 산이 모

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로(父老)에서 물어보니 ‘백두산은 우리 지경에서 거리가 겨우 4∼5일정(日程)이

고 장백산은 더욱 가깝다.                조선왕조실록가기: http://sillok.history .go.kr/inspection/in sp_king.jsp?id=kpa_10209028_001&tab id=k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 두산은 인접한 다른 산이다. 

 

숙종 24권, 18년(1692 임신 / 청 강희(康熙) 31년) 2월 17일(정유) 3번째기사 http://sillok.history .go.kr/inspect ion/insp_king.jsp?id=ksa_11802017_003&tabid=k 

우의정 민암과 예조 판서 유명현이 사신을 맞이할 방도에 대해 아뢰다 
 

… 또한 백두산(白頭山) 남쪽이 되고 장백산(長白山) 북쪽이 되어 바로 두만강(豆滿江)의 상류가 되니 … 

 

숙종 51권, 38년(1712 임진 / 청 강희(康熙) 51년) 3월 4일(정해) 1번째기사http://sillok.history .go.kr/inspection/insp_king.jsp?id=ksa_13803004_001&tabid=k 

당상들이 청의 차관 목극등을 빈접하는 일에 대해 품정하다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 두 산 사이에 보다회산(甫多會山)의 분수령(分水嶺)이 있는데 
 

백두산과 장백산 사이에 보다회산이 있었다. 

 

숙종 51권, 38년(1712 임진 / 청 강희(康熙) 51년) 5월 15일(정유) 1번째기사 

접반사 박권 등이 중국과의 국경선을 정하는 일에 대해 치계하다  
 

역관(譯官)이 백산(白山) 지도(地圖) 1건(件)을 얻기를 원하니, 총관이 말하기를 ‘대국(大國)의 산천은 그

려 줄 수 없지만, 장백산은 곧 그대의 나라이니 어찌 그려 주기 어려우랴.’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백

두산 이남은 땅을 다툴 염려가 없을 듯합니다.”하였다.  
 

병자호란 이후 대청과 동국조선의 강역은 백두산과 장백산 사이의 경계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분명하게 장백산과 백두산은 다른산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하나의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국사를 조작하면서 백두산과 장백산을 정해야 하는데 거대한산

이 인접한 곳이 없기에 하나의 산으로 조작하여 세뇌한 것입니다. 

분명 국사학자들은 두 산이 다른 산임을 알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3. 이상의 글들로 백두산과 장백산의 기준을 정해보면 
 

북방의 모든산의 조종이다. 서남쪽에 요동을 내려다 보는 위치에 있다. 

높이가 2백리이다. (여기서 높이는 해발이 아닌 올라가는 거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 지구상에 높이가 200

리인 산은 없으니...) 정확한 높이를 현재 알기는 어렵습니다. 북방에서 매우 높은 산이라고 볼 때 5KM이

상으로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 두 산 사이에 보다회산(甫多會山)이 있다. 

가로로 천리에 뻗어 있다. 세로보다 가로가 길겠고 천리나 되는 큰 산 

꼭대기에 80리(약32KM)연못이 있다. 

마치 흰 독을 엎어놓은 듯하다. 

북쪽으로 송화강 혼동강 동북으로 소하강 속평강이 흐른다. 강줄기가 많다. 

동으로 커다란 두만강이 흐른다. 

남으로 압록강이라는 큰 강이 있다. 

 

위의 조건들로 백두산과 장백산을 찾아보겠습니다.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pa&pos=0&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B%B0%B1%EB%91%90%EC%82%B0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id=kpa_10209028_001&tabid=k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id=ksa_11802017_003&tabid=k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sa&pos=6&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B%B0%B1%EB%91%90%EC%82%B0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sa&pos=6&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B%B0%B1%EB%91%90%EC%82%B0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id=ksa_13803004_001&tabid=k


4. 북미의 5km이상의 산들 
 

1번 2번기준: 북미의 북방지역에서 5KM 이상 나가는 산들을 골라 보겠습니다. 

 
4KM가 넘는 산들은 북미에 여러산들이 있지만5KM 이상은 딱두개가 나옵니다. 
 

Mount McKinley 최고봉은 6168M 

Mount Logan 높이 5959M 

 

5. 백두산과 장백산 사이에 보다회산(甫多會山)이 있다. 
 

실록처럼 커다란 두산의 사이에 작은 산이 있으며 (1)McKinley산이 백두산  (2)Logan산이 장백

산  (3)Jarvis산이 보다회산으로 보입니다. 
 

  

정조 46권, 21년(1797 정사 / 청 가경(嘉慶) 2년) 2월 25일(병신)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id=kva_12102025_005&tabid=k 
 

…큰 바다가 동쪽을 감싸고 (2)장백산(長白山)이 서쪽에 깎아지른 듯이 서 있으니, 참으로 사방

이 막힌 요새입니다. … 
 

조선반도에 장백산은 동쪽에 있으며 Logan산은 실록의 장백산 설명과 일치합니다.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id=kva_12102025_005&tabid=k


6. 백두산의 크기는 천리(400KM)다. 
 

 
 

 
두산 모두 가볍게 500KM 를 넘습니다. 

 
7. 백두산은 꼭대기에 80리(약32KM) 연못이 있다 

 

  

  

Logan산에는 연못이 있을법한 작은 공간은 있지만 커다란 산정호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cKinley산에는 산위에 산정호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ckinly산을 보면 정상에서 서쪽아래에 천지가 있을법한 지형이 존재합니다. 
 

 
 

폭 2.5km 길이 13km이상으로 보이는 호수가 있을 법한 지형이 있으며 제대로 볼수 없도록 흐

리게 처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친 산위에 평평한 설원은 호수가 얼고 눈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온이 상승하여 얼음이 녹으면 거대한 호수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호수

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이지만 올려진 사진들은 얼어있는 모습만 있습니다. 



8. Mckinly산 위에 천지가 있다. 
 

 
 

주위에 거친 산들과 대조적으로 매우 평평하게 보이는 것은 아래가 거대한 호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대한 산정호수가 눈 아래 잠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이름은 천지(天池)일 것입니다. 



호수의 남쪽지역을 보면 갑자기 눈이 물결치며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천지가 끝나고 계곡이 시작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천지로 예상되는 평평한 지역을 채색을 해보면 이렇게 길쭉한 호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ckinly산 정상의 호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천지(天池)의 크기인 80리(약32KM)둘레의 산정호

수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9. 마치 흰독을 엎어놓은 듯하다. 
 

 
McKinley산을 서쪽에서 보면 흰독의 모양입니다.  

 

 
 

 
   

McKinley산은 서쪽의 몽골사막을 지나 동쪽으로 저 멀리 흰독을 엎어놓은 듯했다는 거대한 백두산과 일

치하며 고지도상에 몽골의 위치가 동 시베리아해 이기에 고지도상으로도 일치합니다. 



10. 백두산과 장백산은 하나의 산 이었다. 
 

 
 

원래의 백산은 백두산과 장백산이 하나였으나 백산이 이천리가 넘는 거대한 크기의 화산이었기에 세월이 

흐르면서 몽고지역은 백두산 고려쪽은 장백산으로 나뉜 것으로 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백두산 기록

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래서 인 것으로 보입니다. 백산의 분화구(크레이터)는 너무나 거대해서 항공사진

으로는 크레이터임을 알 수 있으나 가까이에서는 거대한 호수로 느껴집니다. 
 

  
해당지역은 크레이터 호수로 보이는 거대한 루이스 호수가 있으나 온통 얼어붙은 듯이 처리했으며 자

세히 보려하면 색이 변색되어 영상이 깨지며 보기에는 얼어붙은 빙판으로 적막하기만 하지만 

  
항공사진들에는 평평하면서 매우 커다란 호수가 있으며 주위로 평탄한 지형들이 수십키로 펼쳐져 있으며 

크레이터가 메워졌지만 분명히 거대한 호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1. 백산의 강줄기- 두만강 
 

북과 동으로 강줄기를 찾아보면 안타깝게도 지형이 크게 변해서 물길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두만강의 역사기록들과 옛날 물길을 그린 고지도에서 두만강을 찾아보고 현지형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지리지 / 함길도 / 길주목 / 경원 도호부  

… 대천(大川)은 두만강 (豆滿江 )과【부(府)의 동북쪽에 있다. 그 근원이 백두산(白頭山)에서 나오는데, 동

쪽으로 흘러서 동량북(東良北)으로부터 사지(舍知)·오음회(吾音會)·수주(愁州)·동건(童巾)·다온(多溫)·미전

(迷錢) 등지를 지나 회질가(會叱家)에 이르고, 남쪽으로 흘러서 소다로(所多老)·동림(東林)·오롱초(吾弄草)·

아오지(阿吾知) 등지를 거쳐 공주(孔州)를 지나고, 동쪽으로 23리를 흘러서 사차마도(沙次亇島)에 이르러 

갈라져 5리 정도쯤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 중 거리는 실록의 다른 기록들처럼 조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강이 흐르는 방

향만 참고해 보면 두만강은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흐르고 다시 동쪽으로 흐릅니다. 
 

고지도들을 보면 Logan산(장백산) 동쪽으로 흐르는 1번 강줄기는 두 곳으로 연결되며 북으로 (3)LAC 

VALASCO라고 표시된 거대한 호수와 연결되어 (4)번 지역을 통해 서쪽의 베링해협으로 들어가며 남쪽으

로 연결된 강줄기는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1753 Buache Philippe 몽골의 매우 넓은 지역이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에 잠긴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1757 Buache Philippe  
 

지리지의 두만강 기록처럼 동으로 흐르던 커다란 강이 남쪽으로 연결되고 다시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da&pos=7&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B%91%90%EB%A7%8C%EA%B0%95+%EB%B0%94%EB%8B%A4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da&pos=7&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B%91%90%EB%A7%8C%EA%B0%95+%EB%B0%94%EB%8B%A4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da&pos=7&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B%91%90%EB%A7%8C%EA%B0%95+%EB%B0%94%EB%8B%A4


12. 두만강 푸른물은 북방경계선 
 

우리 역사속에 두만강은 근세기 청나라와의 국경선으로 두만강물은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동으로 흘러 북

해(북극해)로 들어가는 거대한 강이며 동국조선의 북방경계선 이었습니다.  

 

중종 49권, 18년(1523 계미 / 명 가정(嘉靖) 2년) 12월 11일(정미) 2번째기사 

…우리 태조(太祖)께서 천품이 성무(聖武)하시므로 대동(大東)을 모두 차지하시어 남으로는 바다까지 닿

고 서북으로는 압록강에 닿고 북으로는 두만강까지 닿았으나, 그래도 이적(夷狄)이 경계에 근접하여 있는 

것을 염려하여 강을 건너 고난을 무릅쓰고 바람과 비를 맞으면서 친히 서방의 되를 정벌하시매, 먼 지방

과 가까운 지방에서 위풍을 바라보고 흩어져 달아나지 않는 자가 없으므로 북으로 동녕(東寧)까지, 동으

로 황성(皇城)까지, 남으로 바다까지의 되의 땅이 모두 비었습니다. 
 

태조고황제(이성계)께서 두만강 북쪽의 되놈(야인)들을 정벌하여 서쪽으로 쫓아 버렸다. 
 

숙종 3권, 1년(1675 을묘 / 청 강희(康熙) 14년) 5월 28일(병술) 2번째기사  

청(淸)나라 오랑캐 3인이 두만강(豆滿江) 상류(上流)에 이르러 쌀을 구걸(求乞)한 일이 있었다. 북병사(北

兵使) 이간(李旰)이 아뢰기를, 

“오랑캐 옷을 입은 3인이 풍산진(豊山鎭)의 강 북쪽에 이르러서 큰 소리로 부르면서 강을 건너려 하며 

말하기를, ‘나는 실제 중국인(中國人)인데, 청(淸)나라는 오삼계(吳三桂)가 반란(反亂)을 일으킨 뒤로부터 

더욱 외롭고 약해졌습니다. 나는 귀국(貴國)으로 피해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인하여 슬피 울면서 약간

의 쌀을 구걸하였는데, 만호(萬戶) 김경록(金景祿)이 이를 거절하여 강은 건너오지 못하게 하고 한 말 가

량의 쌀을 주어 돌아가기를 독촉하였습니다. 하였다 
 

두만강은 청과 동국조선의 북방경계선이었으며 상류는 걸어서 건널수 있었다. 
 

두만강을 실지형에서 찾아보면 고지도들에서 장백산 동쪽으로 흐르는 강줄기를 만나게 됩니다. 
 

 
 

강줄기를 확인해보면 1번지역에는 강줄기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1,2번지역은 3번강줄기에서 만

나게 되어 있으며 2번지역은 폭 2km가 넘는 호수가 120km 가까이 있어서 천연의장벽이 되므로 1번,2번 

지역에 함길도의 장성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약간식 돌아가는 지역은 국경선의 개념으로 직선으로 

표시했습니다. 
 

1757 Buache Philippe (http://www.loc.gov/item/2013591465/) 의 지도에 표시된 강줄기가 현재도 남아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알래스카 북쪽은 바다에 깍이고 해수면 상승으로 잠겨서 지형이 다르지만 위성지도로 해당지역

의 강줄기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니 강줄기가 동일하게 남아 있었으며 과거 해수면이 낮았을 때에는 

알래스카가 온난하고 강수량도 더욱 풍부했을 것이며 2번지역의 호수들도 더 컷을 것입니다.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ka&pos=2&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B%91%90%EB%A7%8C%EA%B0%95+%EB%B0%94%EB%8B%A4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ka&pos=2&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B%91%90%EB%A7%8C%EA%B0%95+%EB%B0%94%EB%8B%A4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ka&pos=2&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B%91%90%EB%A7%8C%EA%B0%95+%EB%B0%94%EB%8B%A4
http://www.loc.gov/item/2013591465/


우리 가요중에 두만강 푸른물에 노젖는 뱃사공이라는 가사가 들어가는 가요가 있어서 정말 두만강이 푸

른물인지 살펴보니 1번지역에 강물은 정말 아름다운 푸른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번지역은 물색을 알수도 없게 되어 있으며 볼수 없도록 보호막이 쳐져서 강줄기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

조차 어려운 지역으로 막이 쳐진 지역은 대조선의 유적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

다, 하류로 갈수록 화면도 개선되며 아름다운 푸른 물빛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Logan산에서 내려오는 얼음들부터 푸른빛을 띄고  

 
쿠사와호의 물빛은 하늘빛을 받아 더욱 파랗고 

 
햇빛을 받지 않아도 푸르고 

 
하늘빛을 받으면 더욱 파랗게 변하는 물빛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님들은 타향살이를 노래하며 눈물흘리고, 아리조나 카우보이를 부르며 역마차와 주

막집 아가씨를 노래했으며, 두만강 푸른물을 노래하며 그리운 님을 불렀고. 동해바다에 섬이 수천개라며 

노래했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은 과거의 고향산천에 대한 추억을 품고 그리움에 사무쳐하시던 분들이 

많으셨기에 그런 노래들이 인기곡이었던 것이겠습니다. 사막을 노래하고 낙타를 노래하던 선조님들의 노

래를 보면서 웃기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필자는 고지도 속의 지명들이 세계사와 전혀다름에 충격받고 이

런 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이글이 설득력이 있고 없고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두만강 푸른물을 찾다보니 또 위성지도가 먹통인 

지역을 만나고 본곳을 보고 또보고를 몇일씩 하다보니 서러운 맘이 듭니다. 그래도 위성지도인데… 



13. 두만강은 동으로 흘러 북극해에 닿았다. 

 

동국조선COREA의 두만강은 백두산에서 북해(북극해)까지 닿았으며 북해는 동국조선에서 제사를 모시던 

바다이며 동국조선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태조 1권 총서 9번째기사 

익조가 여진 천호의 협공을 피해 알동의 백성을 거느리고 적도를 거쳐 의주에 정착하다  
 

익조는 황급히 돌아와서 가인(家人)들로 하여금 가산(家産)을 배에 싣고 두만강 (豆滿江 )의 흐름을 따라 

내려가서 적도(赤島)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자기는 손 부인(孫夫人)과 함께 가양탄(加陽灘)을 건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니, 알동(斡東)의 들에 적병이 가득히 차서 오고, 선봉(先鋒) 3백여 명은 거의 뒤를 

따라왔다. 익조는 부인과 함께 말을 달려서 적도(赤島)의 북쪽 언덕에 이르렀는데, 물의 넓이는 6백 보

(步)나 될 만하고, 깊이는 헤아릴 수도 없으며, 약속한 배도 또한 이르지 않았으므로 어찌할 수가 없었다. 

북해(北海)는 본디 조수(潮水)가 없었는데, 물이 갑자기 약 백여 보(步) 가량이나 줄어들어 얕아져서 건널 

만하므로, 익조는 드디어 부인과 함께 한 마리의 백마(白馬)를 같이 타고 건너가고, 종자(從者)들이 다 건

너자 물이 다시 크게 이르니, 적병이 이르러도 건너지 못하였다. 북방 사람이 지금까지 이를 일컬어 말하

기를, “하늘이 도운 것이고 사람의 힘은 아니다.” 
 

두만강을 타고 하류로 가면 북해(북극해)에 닿는 다는 것이며 말을 타고 북해에 가까운 두만강 하류의 

적도의 북쪽언덕에 이르르자 갑자기 강물이 줄어들어 익조부부가 백마를 같이 타고 건너시니 물이 다시 

차올랐다고 합니다. 모세의 홍해사건을 찜져먹을 사건으로 천하를 통일 하셨던 고황제의 증조부님 이시

니 하늘이 알아서 도우신 듯… 중요한 것은 두만강은 동으로 흘러 북해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지도들처럼 현지형의 물길도 북해로 닿는지 보겠습니다. 
 

 
백산에서 시작된 강줄기는 동으로 흘러 북극해가 흐르는 허드슨만 북쪽으로 나갑니다. 

 

세조 3권,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3월 28일(정유) 3번째기사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의 춘추 대사·오경·문묘 종사·과거·기인 등에 관한 상소  
 

… 또 동해신(東海神)을 강릉(江陵)에, 서해(西海)는 인천(仁川)에, 남해(南海)는 순천(順天)에, 북해 (北

海 )는 갑산(甲山)에 이제(移祭)하고, 용진(龍津)을 동독(東瀆)으로 삼고, 대동강(大同江)을 서독(西瀆)으로 

삼을 것입니다. 한강(漢江)을 남독(南瀆)으로 삼고 두만강 (豆滿江 )을 북독(北瀆)으로 삼고, … 
 

동국조선 초기의 문신이며 대 지리학자인 양성지의 상소를 보면 동국조선은 지구의 중국(中國)으로써 주

위로 4해(海)를 정했으며 북해(北海, 현 북극해)는 갑산에서 제사를 지내는 동국조선의 바다였으며 두만

강(豆滿江)은 동쪽으로 흘러 북해로 들어 갔습니다.  
 

두만강은 장백산(Logan산) 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6천리 가량 흘러서 북해로 들어갔다.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aa&pos=0&tabid=k&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B%91%90%EB%A7%8C%EA%B0%95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aa&pos=0&tabid=k&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B%91%90%EB%A7%8C%EA%B0%95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ga&pos=0&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B%91%90%EB%A7%8C%EA%B0%95+%EB%B6%81%ED%95%B4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ga&pos=0&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B%91%90%EB%A7%8C%EA%B0%95+%EB%B6%81%ED%95%B4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ga&pos=0&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B%91%90%EB%A7%8C%EA%B0%95+%EB%B6%81%ED%95%B4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ga&pos=0&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B%91%90%EB%A7%8C%EA%B0%95+%EB%B6%81%ED%95%B4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ga&pos=0&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B%91%90%EB%A7%8C%EA%B0%95+%EB%B6%81%ED%95%B4


14. VALASCO호수는 사라졌다. 
 

VALASCO호수는 백두산의 북쪽지역에 있었던 거대한 담수호로 18세기 중반까지도 수십키로의 너비의 호

수가 오천리정도에 걸쳐 있었으며 목축을 생업으로 삼은 유목민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호수였을 것입니다. 
 

 
1756 Buache Philippe 
 

그러나 지금은 흔적조차 사라져 몇 장의 고지도 만이 이곳에 VALASCO호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VALASCO라는 지명은 사라졌고 중앙아시아에 Balkash가 유사한 지명으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15.  소천지(小天地)는 어디인가 
 

이제 천지에서 남쪽으로 50KM쯤 아래로 내려오면 천지와 비슷한 형상의 

첼란타(Chelatna)라는 호수를 만나게 됩니다. 정상은 아니어도 매우 높은 산상호수입니다. 

 
 

너비 1.3km 길이 12km가 넘는 정말 거대한 호수로  정상에 있던 천지의 지형과 유사하며 이곳

은 소천지(小天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첼란타(Chelatna)호에서 백두산을 바라본 모습 

 
 

백두산인 알래스카에는 또 다른 천지가 존재합니다. 원안에 지역은 백두산의 남쪽자락으로 우리

가 익히 알고 있는 백두산의 형상을 한 산이 있습니다. 

 



16. 또 다른 백두산 카트마이(katmai)산과 천지 
 

 
 

카트마이산(katmai, 2125m) 알래스카의 알류산 산맥에 속해 있는 화산으로, 성층화산이며, 활화산이다. 이 

산은 1912년에 분화한 기록이 있는데, 20세기에는 가장 큰 화산폭발이라고 하며 그 후 산체가 함몰되어 

칼데라를 형성시켰는데 칼데라에 또 물이 고여 칼데라 호를 형성시켰다고 합니다, 칼데라 호수가 20세기

에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 더 오래 전부터 갈데라호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눈에 익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백두산이라고 알고 있는 산의 호수와 크기와 모양이 매우 비

슷해서 사진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백두산은 높이가 6000m가 넘고 크기가 500km가 넘는 정말 거대한 산입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신령스러워 감히 범접하기 힘든 산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동국조선인들에게 아름다운 칼데라호를 품고 

있는 카트마이 화산은 소중한 백두산으로 대우 받았을 것이며 정상에 호수도 천지로 불렸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분명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시 했을 것입니다. 카트마이산 근처에는 아름다운 칼데라호들이 여럿 

있습니다. 지금은 알래스카의 기후가 변하여 연중 대부분이 눈과 얼음 속에 있지만 과거에는 더욱 아름

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회령도호부[會寧都護府] 편에 백두산(白頭山)은 산이 모두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2백 리요, 가로는 천 리에 뻗쳐 있다. 그 꼭대기에 못이 있는데, 둘레가 80리이다. 

남쪽으로 흐르는 것은 압록강(鴨綠江),… 고 했으므로 백두산은 크기가 천리(400km)에 이르는 거대한 산이

었으나 현재의 백두산은 20km남짓한 작은 크기이므로 원래의 백두산이 아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백두산(白頭山)과 장백산(長白山)은 다른산이며 사이에 보다회산(甫多會山) 있다고 했다. 

북미의 알래스카에는 천리가 넘는 거대한 산이 두개 있으며 (1)McKinley산이 백두산(白頭山)  (2)Logan산

이 장백산(長白山)  (3)Jarvis산이 보다회산(甫多會山) 이다. 

백두산인 McKinley산의 꼭대기에는 80리(약32KM)정도 크기의 얼어붙은 천지(天池)가 있다. 

백두산과 장백산은 원래 이천리 크기의 화산인 백산이었으나 몽고 쪽의 백두산과 고려 쪽의 장백산으로 

붂리된 것이며 McKinley산과 Logan산 사이에 있는 거대한 호수들은 화산폭발로 생긴 화산호수들이다. 

두만강은 장백산(Logan산)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6천리가량 흘러서 허드슨만의 북해로 들어간다. 

VALASCO호수는 백두산의 북쪽지역에 있었던 거대한 담수호로 18세기 중반까지도 수십키로 너비의 호수

가 오천리정도에 걸쳐 있었으나 북극해에 의해 알래스카 북서쪽지역이 침식되어 사라졌다. 

소천지(小天地)는 McKinley산의 첼란타(Chelatna)호수다. 

알래스카 알류산산맥 동쪽에는 현재의 백두산과 매우 유사한 카트마이(katmai)산과 천지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인들이 백두산으로 알고 있는 산은 역사기록과 맞지 않는 가까이며 백두산(白頭山)과 장백

산(長白山)은 다른 산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인들이 같은 산으로 알고 있는 것은 대조선COREA의 역사를 

대한민국이 있는 조선반도로 축소 이식하는 과정에서 동국조선인들의 백두산과 장백산으로 삼을 적당한 

산이 카트마이산과 비슷한 한개뿐이기에 두 개의 산을 하나로 조작하여 공교육을 통해 세뇌한 것이다. 

 

우리 민족의 백두산은 조선반도위에 작은산이 아닌 알래스카의 Mount McKinley입니다. 그리고 장백산은 

Mount Logan 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백두산과 장백산은 다른 산입니다. 

하나의 산으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조선왕조실록을 보고 우리가 아는 국사가 조작임을 알고 

이러한 조작사업을 실행한 자들에게 분노해야 할 것입니다. 분노 해야할 때 분노하지 못하고 조작된 세

상에 순응하는 것은 조작세력들이 주입한 정보들에 우리가 세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대한국인 여러분 이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