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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사진으로 다 담기에는 그 자태 너무도 웅장하고 그 기상 너무도 변화

무쌍하다.

백두산정을 붉게 물들이며 아름답고 신비로운 세계를 펼치는 

백두산의 해돋이도 장관이지만 맑고 푸르른 천지를 품어안고 하늘을 

향해 치솟은 백두산의 웅자 또한 볼수록 장관이다.

노을이 피여도 불길처럼 뜨겁고 붉게, 진하게 피여나고 꽃이 피여도 

만병초처럼 억세고 정갈하게, 아름답게 피여나는 백두산이다.

손발끝이 얼어들고 귀뿌리를 도려내는듯 한 칼바람이 맵짜게 몰아치는 

한겨울에도 천하를 뒤덮는 세찬 광풍에도 굽힘없이 거연히 솟아 빛나는 

백두산의 장엄하고 억센 자태야말로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백두산의 

진짜멋, 백두산특유의 풍광이다.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자욱자욱이 숭엄히 새겨져있는 조종의 산 

백두산의 신묘하고 웅장한 산악미를, 천변만화한 백두산의 그 기상을 

어찌 사진에 다 담을수 있으랴만 조선의 넋이며 우리 인민의 마음의 

기둥인 백두산을 사진으로 노래하고싶은 충동을 안고 30여일간 

백두산악을 톺으며 촬영한 풍경사진들로 화첩을 만들어 내놓는다.      

(편집부)

화첩을 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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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의 해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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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의 해돋이시간

제일 빠른 시간(6월 중순): 4시 43분경

제일 늦은 시간(1월초): 7시 5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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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의 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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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의 눈내리는 시기와 일수

백두산의 최대극쌓인 눈높이: 473cm

눈내리는 가장 빠른 시작날자: 8월 28일

               평균시작날자: 9월 13일

         가장 늦은 시작날자: 10월 7일

눈내리는 가장 빠른 마감날자: 5월 30일

               평균마감날자: 6월 11일

         가장 늦은 마감날자: 6월 22일

백두산의 눈내리는 기간의 평균일수: 272일

               눈이 쌓여있는 일수: 2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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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의 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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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의 구름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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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산줄기

백두대산줄기의 총연장길이: 1 470km 
             평균해발높이: 1 180m

백두대산줄기는 8개의 산줄기로 구성
되여있다.

백두산줄기 

  길이: 140㎞, 평균해발높이: 1 800m

부전령산줄기 

  길이: 280㎞, 평균해발높이: 1 610m

북대봉산줄기 

  길이: 170㎞, 평균해발높이: 1 120m

마식령산줄기 

  길이: 90㎞,  평균해발높이: 1 010m

철령산줄기 

  길이: 70㎞,  평균해발높이:   900m

태백산줄기 

  길이: 320㎞, 평균해발높이: 1 040m

소백산줄기 

  길이: 310㎞, 평균해발높이:   860m

지리산줄기 

  길이: 90㎞,  평균해발높이:   9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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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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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천지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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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천지의 규모

둘레의 길이: 14.4㎞

길이: 4.64㎞

최대너비: 3.55㎞

면적: 9.16㎢

물면해발높이: 2 190.15m

최대물깊이: 384m

평균물깊이: 213.3m

년물높이변화: 1.6m

물량: 19억 5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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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의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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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의 주요봉우리

백두산에는 해발높이가 2 500m이상 되는 

주요봉우리들을 비롯하여 216개의 크고작은 

봉우리들이 있다.

장군봉: 2 750m
향도봉: 2 712m
해발봉: 2 719m
단결봉: 2 661m
비루봉: 2 580m
백운봉: 2 691m
청석봉: 2 662m
락원봉: 2 603m
제비봉: 2 549m
록명봉: 2 603m
차일봉: 2 596m
천문봉: 2 670m
쌍무지개봉: 2 62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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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의 계절구분

백두산의 봄철: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약 60일
백두산의 여름철: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30일
백두산의 가을철: 8월 중순부터 10월초까지 약 50일
백두산의 겨울철: 10월 상순부터 5월 상순까지 약 2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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