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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은 기상현상과는 달리, 현대과학으로는 사전에 발생을 예측할 수 없어서,

가장짧은시간에가장많은인명과재산피해를가져옵니다. 2012년(1~9월

기준), 한반도에 규모 2.0 이상 지진이 52번, 규모 3.0 이상 지진이 8번 발생해, 과거 11년

(1999년~2011년) 연평균 발생횟수(43.6번)보다 많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작은지진이빈번히발생하고있지만, 피해를일으킬만큼강한지진은우리기억속에남아

있지않습니다. 그래서우리는지진과지진해일로인해아비규환이된현장을영화의한장면

처럼지나치고있을지도모릅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11일동일본 대지진,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등은우리국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지진과 지진해일, 화산 재해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

습니다.특히, 동일본대지진은 방사능 유출로 이어져 지진 재해가 복합적재난으로확산

될수있음을피부로느끼게해주었고, 아직도그후유증은계속되어일본사회와경제는

물론전세계경제성장에도영향을주고있습니다.

동일본대지진이우리에게준교훈중하나는‘지진재해에는국경이없다’는것입니다.

이는우리나라에서지진이발생할가능성의적고많음을떠나서이런상황에철저히대비

해야함을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지진조기경보, 지진 R&D 확대와 함께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올해 기상청은 지진업무 국제협력을 위해 인도네시아 기상청

(9.6),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10.31)와 양해각서(MoU)를 맺었습니다. 이번

CTBTO와의 MoU를 통해 기상청은 CTBTO가 운영 중인 한반도 주변 배열관측소(7소)

자료를수신하여, 보다정밀히지진을분석하고지진해일을감시할수있게되었습니다.

조석준 기상청장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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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국가적인 지진·지진해일 자연재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러시아 지방청과

지진 자료교환을 합의하였고(10.16~19), 일본기상청과는 지진해일감시를 위한 조위 관측

자료교환을합의하였습니다(5.9). 이는결국우리국민이지진과지진해일에보다발빠르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 중국과 주기적으로 만나서

한·중·일세미나및회의를통하여정책과연구를공유·협력하고있으며, 향후아시아

권을벗어나전세계와협력을더욱강화할것입니다.

이제인식이달라지고있습니다. 도시집중형생활로점점더대형화되고있는지진·지진

해일 재해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가족의 일입니다. 지진·지진해일의 재앙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현재, 지진업무와연구에종사하고있는전문가들의역할이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지진포커스」는 지진학계, 연구계, 산업계등각자의영역에서전문가들이당면한고민과

성찰을공유하고, 국가지진업무를수행하는기상청이나아가야할방향을확인하고재점검

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진포커스」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이 공유되고

재확산되어, 지진 정책·연구·기술 주체간 융합과 상호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지진포커스는 2010,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되는 것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할수있길기대합니다.

2012. 12.

기상청장 조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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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근대지진업무를시작한것은 1905년의일이다. 그로부터 90년이지난

1995년 3억원운영비가없어미공군의운영장비를이관받을수없었던것도머나먼

옛날이아니라 불과 17년전의일이다. 당시국가지진업무예산이 1억원에불과한것을

감안한다면불가피한선택일수도있을것이다. 이렇듯 20세기는우리나라지진정책

에서 정말 암울한 시기였다. 우리나라로서는 산업화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은 이루었다하지만 지진안전지대란 인식 때문에 투자할 여지가 없었고, 역사

지진이경고하는위험성은 300년이전의문제로서실제우리땅에서강진을경험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눈앞의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큰 이슈일 수밖에 없었다. 20세기

아듀를알리기전잠시우리나라지진공동체를요란하게만들었던 1997년경주지진의

관측 오류는 찻잔 속의 작은 떨림에 불과했지만 기반을 전혀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

지진업무환경을알리기에는충분하였다. 

칼럼Column

우리나라지진업무의발전방향

기상청 지진관리관 김영신

2012년 동아시아 지진 세미나(2012.10.29)



21세기지진업무환경은 20세기와는전혀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국경을

넘는 지진재해를 과학의 발전 덕분에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재해가안방의문제로만인식되던시기가지났다.

이미한중일지진재난협력의시대는우리앞에왔다. 2번째동아시아

지진연구세미나가한중일공동주관으로지난 10월에제주에서성대

하게치러졌다. 

2004년 인도네시아 지진해일ㆍ2005년 후쿠오카 지진의 대응조치

로서「소방방재청신설」과경제발전에따른삶의질에대한관심급증

으로, 우리는 훨씬 정밀한 과학적 정보를 원하게 되었다. 2009년 이탈리아 6.3 규모의 라퀼라

지진의 잘못 예측으로 과학자를범죄자로만든것은과거신의영역으로치부했던것에비하면,

사망한 300여명의원혼에대한위로의댓가로볼수있을것이다. 2006년, 2009년두차례의북한핵

실험이나, 2010년대두된백두산 화산 폭발 우려는 기존의 지진파 정보 수준을 훨씬 넘는 고급

응용정보를요구한다.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에만 쓰나미를 몰고 온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망설이고 있는

지진정책 현실에도 거세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구나 2010년에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2012년에는핵안보정상회의를성공적으로이끌면서지구촌의많은국가들이대한민국의역량에

상응한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요구하고있다. 최근의이러한급격한변화들중대부분은당장

해결하지않으면혼란을야기할수있는업무들이다. 

첫째시급한일은국산지진가속계장비의성능기준및검교정환경을조성하는일이다. 그동안

지진장비수요에대한내수시장협소로지진장비국산화는소수의업체에의해개발되기는하였

지만, 검교정 환경 미비로 현실적인 벽에 직면했다. 한편, 2011년 지진재해대책ý 개정으로

도로, 교량 등 주요 공공시설에 이어, 2012년 Ê고þ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ý 제정으로 주요 민간 건축물에도 지진가속도 장비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적절한 내수

시장이형성되었다.

둘째는 지진업무의 뼈대를 구축하는 일이다. 지진업무를 지진감시업무로 국한시켰던 20세기

환경이 21세기들어서면서과학기술및경제발전, 환경변화요인이되는몇가지이슈화된사건과

만나면서 정책 변동이 일어났다. 그 결과 1996년 1억원이었던 지진예산이 지금은 150억원을

넘는다. 그만큼지진업무의몸집은이미커졌고앞으로도당분간은이러한추세가지속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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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높다. 따라서지진정책을제로베이스에서다시구축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이미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지만, 국가지진연구 환경 구축과 정책변동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법 제도, 연구조직, 조직 구성원의 역량 등이 갖추어

져야 한다.  20세기 자전거 폐달이 21세기 중대형 승용차의

엔진을 대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 지진정책은 지진

전문가의고유영역만은아니다. 지진감시만으로는 지진조기

경보시스템을구축할수없다. 지구의소리에귀기울이기위해서는음파·지자기·

화산·기상의 영역과도 융합해야 하고, 통보를 위해서는 IT가 필요하고, 분석을

위해서는소프트웨어전문가도필요하다. 또한, 산업발전에기여하고복잡한환경에

전략적으로적응하기위해서는경영전문가나정책전문가의영역도인정해야한다. 

지진공동체가 타학문과 융합하여 응용정보를 생산하여 서비스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시급하다. 단순히 일부 전문가 집단의 폐쇄

적인 공동체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지진커뮤니티 형성 자체도 어렵고 타분야와의

융합은더더욱어려운일이다. 

셋째는기후변화등지구촌의환경문제처럼, 지진재난국제협력이무엇보다중요한

지금, 이미시작된한중일간지진연구협력에주도적으로참여하면서한중일을넘어서

원아시아를 꿈꾸고 6.25때 진 빚을 고마운 국가들에게 갚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따뜻한가슴도필요하다.

하지만마지막가장중요한문제는아무리하드웨어적환경이구축되어멋진그릇이

만들어져있다하더라도한반도및주변단층에대한근본적이고체계적인지진연구가

없다면, 내진설계및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국민의신뢰를바탕으로한일자리창출과

GDP 향상에기여하기를바라는것은어리석은상상일것이다.     

분명한것은지진공동체로서기회가넘치는오늘날, 20세기수구적이며안주하던

사고로 21세기창의적인환경에적응할수없으며인식하지못하면도태된다는엄중한

사실이다.  그래서위기는항상기회와함께오는가보다.  

칼럼Column

국산지진가속계 장비의 성능 기준

및검교정환경을조성하는일이다.

그동안지진장비수요에대한내수

시장 협소로 지진장비 국산화는

소수의 업체에 의해 개발되기는

하였지만 검교정 환경 미비로 현실

적인 벽에 직면했다.



Rudolf Von Jhering은 입법자는“철학자처럼 생각하고 농부처럼

말해야한다”고했다. 입법자의사명과고뇌를이렇게잘표현한말이

있을까싶다.

철학자처럼 생각하라고 한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하여 미래의 상황

까지도 고려하여 여러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분명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뜻일 것이며, 농부처럼 말하라고

한것은법령문은누구나알아들을수있게쉽고꾸밈없이서술하여야

한다는말일것이다. 이렇게본다면입법작업이란지성의가장높은

영역으로 올라가 지혜(결론)를 얻고는 이를 그 사회의 가장 평범한

말로설명하여야하는, 철학하기보다어려운일이라고할것이다. 

그러면 철학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우리들이 어떻게 철학자처럼 사고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결론은여러사람들과대화하고토론하고논의하는과정을즐기는것이아닐까

생각한다. 많은 공무원들이 법령심사를 하거나 법령자문을 위하여 법제처를 방문하면 흔히

볼수있는장면이함께모여이야기를한다는것일것이다.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그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알고 그것을

달성하기위하여가장효과적인수단을찾게되며, 그내용을누구나이해할수있도록법령문

으로만들게되는것이라생각한다.

인간은 누구나 제한된 지식과 경험으로 한계가 있지만 여러 명의 지식과 경험이 모이면

우리가예상할수있는거의모든문제들에대하여생각할수있게되고그러한과정을통하여

우리는 과거의 현상에 대한 사후적 조치로서의 소극적인 입법에서 미래지향적인 입법으로

그폭을더욱넓힐수있다고여겨진다.

특히, 우리는사회현상뿐만아니라자연현상까지도급격히변화하고예측하기어려운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급격한 변화는 보다 광범위한 지혜의 수렴을 요하고 이것은 지식과

제언

입법과정에서의소통과미래지향적입법의중요성

- 지진·지진해일·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안
제정논의를보면서

법제처 법제관 손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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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posal

Rudolf Von Jhering
(1818. 8~1892. 9)



경험의공유로가능할것이다. 부처간의이견도서로의관점에서다양한가능성들을논의하는그리

하여최선의결론을얻고자하는대화와토론그리고논의의과정이라생각한다면더좋은결론을

얻기위한즐거운과정이될수있다고생각한다. 입법예고, 부처협의, 공청회, 규제심사, 법령심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정 역시 단순한 입법절차의 한 과정이 아니라 지혜를 수렴하는 법제과정의

중요한 절차로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최상의 방안을 찾아가는 즐거운 과정이라고 인식한다면

무엇보다좋을것이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안에대해서도현행기상법과지진재해대책법

과의관계와법안에서규정하여야할내용등에대하여관련부처와관계전문가등과의대화와토론

논의를거쳐최상의안을만들수있을것으로기대하며, 무엇보다도이러한법률은우리의미래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단순한 과거의 불합리하거나 병폐적인 현상을 처리하는 사회병리적 현상의

정상화차원을넘는매우의미있는법률이될것임에틀림없다할것이다.

몇년전유럽의하늘에화산재가덮이자거의모든항공기운항이중단되고그로인한사회경제적

파장이 엄청났던 상황이라든지,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고로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은상황을본다면자연재해에대한예측시스템의과학화와협력체계의구축은그어떤조치보다도

과학적이고미래지향적으로준비하여야할입법적과제의하나가되었다고할것이며매우현실적인

문제가되었다고할것이다.

국회에서도백두산화산분화, 일본대지진과방사능확산등한반도의지역적특수성에부합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한·중·일 공동대응 등에 필요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며, 부처간

불필요한이해관계의대립과갈등소지를제거하여정부의지진·지진해일·화산현상에대한국민의

막연한불안감을해소한다는측면에서법률안의제정의필요성을인정하고있는점은매우고무적

이라고할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 등과 관련된 관측·경보기관과 방재기관을

구분하고 있으며, 지진 및 지진해일 등과 관련하여 기상법에 해당

조항이 일부 반영되어 있고, 지진재해대책법에 관측·통보에 대한

권한을기상청장에게인정하고있는등기본적인사항들만반영되어있다고

할것이다.

선진국의경우를보면, 중국을제외하면일반관측·경보업무를기상법등을통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방재업무는 재난방지 및 방재대책법 등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

으로보인다.1)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독자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할것이며다만, 법률간의상충문제라든지관계부처와의협력관계및국제적협력등에

제언a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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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법적 미비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기울일필요는있다고할것이다. 법령속에는단순히문자

들의 나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추구하고자하는

이념·가치뿐만아니라미래의더좋은사회문화를건설하기위한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어 있고 입법자의 숨결이 녹아있다고

할것이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

미래지향적 법률로 좋은 사례가 되길 바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대한민국의미래를더욱견고하게만들것으로믿어의심치

않는다. 

끝으로입법자는철학자처럼생각하여야한다는말을다시한번

되새기며 입법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들이 더 큰 성과와 함께

대한민국의미래발전에도더큰기여를할수있기를기대한다. 

대화와토론그리고논의를통하여......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그 정책이 추구

하고자하는목표를알고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찾게 되며, 그 내용을

누구나이해할수있도록법령문

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라 생각

한다.

1) 일본의 경우에도 관측·경보기관과 방재기관을 구분하고 있는데, 기상청이 기상업무법을 통해 지진·지진해일·화산현상에 관한 관측·경보

체계의 확립과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에서는 기상청장이 내각총리대신에게 지진정보를 보고하여 지진

재해에 대비한 경계선언조치의 기초를 제공하며,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에서는 기상청장이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진에

관한 관측, 측량, 조사 또는 연구를 행하는 기관들의 조사결과를 수집·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국은 관측·경보기관과 방재기관이

동일하며 지진, 지진해일에 관한 관측 및 경보업무는 중국지진국과 국가해양국에서 각각 담당하며 각각 지진재난방지경감법과 폭풍·

풍랑·해일과 해수재난 긴급예보안 및 통지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은 관측·경보기관과 방재기관을 구분하면서, 지진·지진해일에

관한 관측·경보·연구업무는 지질조사국과 기상청이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지진재해경감법의 국가지진피해경감프로그램에는 연방비상

사태관리청, 지질조사국, 국가과학재단, 국립표준기술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현대사회에서

방재산업의역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실행은 사회의 리스크 거버

넌스(risk governance)에따라성격을달리한다. 

리스크에 직면한 민, 관 등 다양한 섹터에서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사회 구성들은

재해를줄이기위한목표를설정하게된다. 

대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면 정부는 입안 절차에 따라 제도 기반과 기술 경험적

능력을 바탕으로 민, 관, 학계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거쳐 정책의 신설이나 개선을 수행

하는것이일반이다. 

관에서제시하는정책기조하에학계의방재기술이개발되고소요의민간방재산업이

발전하는기반을조성하게된다. 또한정책은방재기술과산업발전을위한새로운사회

기조를 제시, 지원하기도 한다. 정책은 다시 내재화된 사회 방어능력으로 피드백 되는

조화로운 과정을 거치면서 방어능력 증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 기조를 창출하는 총체적

반복과정이되풀이되고있다. 

수행의 주체가 정부이든, 민간이든 예방으로부터 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질 때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산업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 주체는

수익을창출하기도하지만공익적인가치를통해사회안전을높이는역할을한다.

지진산업Focus 1

삼성방재연구소 이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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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지진 등 자연재해 대책은 재해 예방으로부터

대응, 복구및부흥으로이어지는종합적프레임워크에

적용되지만 지진재해에 있어서는 전조현상 없이 급작

스럽게 발생하는 특성과 사회 구성원 전체에 작용하는

영향력때문에지진감지또는예보성능에대한관심과

니즈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현존하는 지진예보

시스템 가운데 가장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는 PS시간을

이용한 조기 경보시스템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공식적인예보형태로운영되고있다. 

지진발생과동시에지진파는빠른스피드로전파되는종파인 P파와그와비교하여상대적

으로늦은속도로전파되는횡파인 S파로구성된다. 

P파는사람이느끼지못하는파동으로물리적인피해를일으키지않으며 S파가도달했을때

진동이 감지되고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이 두 파동을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하여 P파 도달

정보를 통해 S파의 크기와 도달시간을 예측하여 속보로 발표하는 제도가 일본의“긴급지진

속보”이다. 불과수초에서수십초간격의유여시간을부여하지만강진으로부터인명안전성을

높이기위한강력한수단으로일본기상청이운영중에있다. 

일본기상청은“기상업무지원센터”를 통해 지진동 예보업무 허가사업자와 배신사업자를

지정 관리토록 하고 있다. 또한, “긴급지진속보를 적절히 이용하기 위한 필요수신단말의

기능 및배신능력에 관한가이드라인”을통해민간사업자로하여금속보발령을위한단말

장치와통신기술에대한기준을제시, 통일된규격과성능의제품이활용될수있도록기준을

제시하고있다. 

단말기 기준으로서 서버 접속장애제거 및 신속한 배신 기술, 지진동예보기술과 예보이력

보존관리방법, 알림음종류, 연속예보가능기술등을규업자다. 배신능력에대해서는사업자의

신속통신능력, 설비간호환통신능력을제시하고있다. 

이용자에대해서도사업자가소개하는단말기능과배신성능을참조토록하며, 단말기설치

건물 내진/면진화, 무정전화 조건, 지진정보 이용자에 대한 교육정보를 제공자다. 긴급지진

속보의이용자는개개인으로부터지진에대한긴급정보를이용하려는다중이용시설운영자,

학교신기업등다양한분야에속해있다. 



국민 또는 기업에서 긴급 지진속보를 청취하기까지는

기상청이 제시한 정책목표에 따른 기준에 입각하여 민간과

기술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완성된 기술을 다시 수요자가

구매하는형태로방재산업이이루어지게된다. 결국수요자급

요구에 따라 정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정책에 수발되는

기술이 접목되어 개선되면 수요자는 다시 그 성과를 구입

하게 되는 피드백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책, 기술, 수요의 순환구조가 핵심적인 요소라 하겠다.

요구와 해법의 어느 한 요소라도 결여될 경우 균형이 깨지면서 효율적이지 않은 성과들이

만연하게 된다. 수요자의 니즈와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거나, 정책이 제시하는 목표와

수요자가느끼는정책의성능에부합하지않게된다. 

결국방재산업은이러한세가지목표를달성하는커뮤니케이션채널인동시에효과와가치를

높이는경제적인도구가되고사회의리스크거버넌스를구축하는뼈대가된다. 

올바른 방재산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절대적

으로필요하다. 2012년일본기상청이발표한긴급지진속보의정확도는 40% 남짓이다. 

정책을제시한일본기상청과사업자, 이를수신하는국민도지진속보가가진성능에대해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그런 지식적 기반이 사회에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 일본의

“긴급지진속보산업”을유지, 발전시키는생명력이될수있다.

그림 1. 방재산업 발전구조

단말기 기준으로서 서버 접속장애

제거 및 신속한배신기술, 지진동예보

기술과 예보이력 보존관리방법, 알림음

종류, 연속예보가능기술등을규업자다.

배신능력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속

통신능력, 설비간호환통신능력을제시

하고 있다. 

지진산업Focus 1



보험은방재산업의하나로우리나라에서도법제도를바탕으로가장긴시간정착되어온

제도이자 산업이다. 르네상스 초기 활발한 해상무역이 일어남에 따라 사람들은 해적이나

자연재해의두려움에대해적극적으로대처하기시작하였다. 이탈리아의제노아, 피사, 베니스

등의 상업도시에서 상인들이 해상보험을 인수한 것을 시초로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보험은

급격한성장을이루게된다. 

1688년영국“로이드찻집”에서해상보험거래가시작되고 1871년이찻집이법인화되면서

찻집은사회활동과상업활동의중심지로역할을하였으며로이드는활발한보험거래가이루어

진곳으로지금도그명성을자랑하고있다. 이로부터보험산업이시작된동기가국가주도의

정책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민과 경제계의 강력한 요구를 뒷받침하고자 관으로

부터의 정책이 주도하는 형태가 신속한 정착을 도와주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만약

상인들이요구하는바를정확히파악하지못했다면그정책은실패할수밖에없었음을강조

하고자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사회에 있어 자연재해의 위협을 피해갈 수 있는 국가는 없다.

고도로발달한도시와국가의재해로인한경제적인충격은더욱크게나타난다. 방재산업은

그것이공식적또는비공식적사회산업의형태로정착될것이며그니즈는충만한상태이다. 

이 산업이 자칫 형식적인 비용이 되거나 그렇게 치부되지 않기 위한 전제조건은 리스크

거버넌스내에서요구와해결책을연결하기위한기본적인커뮤니케이션일것이다.

방재산업이라는 용어가 널리 정착되어 있는 지금, 사회안전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목표는

서로같은지, 또한그둘은관성에입각한자세로목표를바라보고있는지정확히되짚어볼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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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조기경보

전달의한계와극복방안

1. 서 론

대국민지진조기경보전달시스템구축은필요하다.

2005년 3월일본후쿠오카에서발생한규모 7.0의지진을계기로한국의지진

정보전달체계는새롭게변모한다. 

당시지진을직접체험한국민들은 27분이지난다음에서야방송을통해지진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많은 국민들은 그전까지 정확한 소식을 모르고

불안감에서떨어야했다. 

이를계기로기존의재난방송요청전문이전화교환망(PSTN)을이용한팩스가

주통보매체로활용되었던체계에서기상청에서지진통보버튼을원-클릭하면

수초 내에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하는 지진통보시스템(EBS, Earthquake

Broadcasting System) 체계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EBS 시스템도 지진관측 후

120초가지난다음에서야단순속보형태로지진정보를전파할수있는데이는

일본의지진관측후 5~20초, 미국과대만의지진관측후 30~40초만에경보를

발령할수있는시스템과비교하면매우열악한수준이다. 

따라서 기상청에서는 2009년부터 신속 정확한 지전정보 전달을 위한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지진정보 전달을 2015년까지는 50초

이내, 2020년까지는 10초이내로실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러한 계획은 2011년 3월 동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를 간접적

으로 경험한 국민들에게 지진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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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을 얻었다. 또한 일본의 지진조기경보에 따른 피해경감 사례를 보면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한 속보서비스를 시행하기 전인 규모 7.2의 고베지진 사망자가 6,434명인 것과 비교하여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후 2007년 3월 25일 노토반도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나,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통한신속한지진속보발령으로, 사망자 1명, 부상자는 356명이발생하여획기

적인 피해경감 사례를 보여준다. 또한 동경대학 생산기술 연구소가 지진 조기경보의 피해경감

예측데이터를분석한결과예고없는피해를 100%으로봤을때, 지진발생 20초전에조기경보를

했을때사상자는 5% 중상자는 15%밖에발생되지않는반면, 지진발생 5초전에조기경보를했을

때는 사상자는 20%, 중상자 60%로 약 4배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한다. 즉, 국민들에게 조기경보

전달하는시간을줄일수록더많은국민들의생명을보호할수있음을알수있다.

2. 본 론

기존매체들은지진조기경보전달에한계가있다.

필자는 향후 개발하려는 지진조기경보 시스템 전체의 예상되는 한계와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하기 보다는 대국민 지진조기경보 전달 방안에서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렇다면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서지진발생을가장빠른시간에분석했음을가정하고이를어떡

하면지진경보를국민들에게보다빠르고정확하게전달할수있을까? 

현재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국민 지진경보 전달매체로 민방위 경보시스템으로 구축된

싸이렌 경보를통한지진발생경보가있다. 실제동해안과남해안일부는지진해일경보시스템이

(a)                                                        (b)

(그림 1) 고베지진 피해(a) 및 동일본 지진 및 쓰나미 피해 사진



구축되어있고주전달매체로는스피커를통한싸이렌,

음성경보방송이다. 그런데 싸이렌 소리로서 지진이

발생했는지, 민방위 훈련인지, 실제공습경보인지

재대로 구분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심지어

필자는싸이렌으로지진해일경보를전달한다는사실

조차얼마전에서야알았다. 그리고실내에서나차안

에서 스피커에서 울리는 싸이렌 소리를 제대로 알아

들을수있을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방송망과 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보급된 TV, 라디오, DMB, 스마트폰 등의 매체를 통해

지진조기경보를전달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조기경보전달체계에도한계가

있다. 우선 통신망을 통한 전달의 경우 망의 과부하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진정보 전달시간에대한정확한예측이불가능하다. 최대한빨리정보를전달한다고는하지만

대국민 조기경보 전달에 몇 초가 걸릴지 몇 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대표

되는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지진조기경보 전달을 하는 경우 통신망 상황에 의존하므로 지진

정보전달신속성이결정되는문제가발생한다. 

반면 방송망을 활용하는 경우 망 과부하 문제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재난정보 전달망 구축이

가능하여 전달시간을 예측할 수 있으며 전달시간 역시 빠르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방송망을

활용한다고하더라도방송을청취하고있지않으면조기경보신호를접할수가없다. 따라서 TV,

(그림 2) 민방위 경보를 위한 싸이렌 스피커

(a)                                          (b)

(그림 3) 스마트폰을 통한 지진통보(a) 및 TV를 통한 지진정보 자동자막송출 (b)

지진산업Focus 1



라디오, DMB를 시청하거나 청취하고 있는 동안에는 기상청에서 발령되는 지진조기경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지진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TV, 라디오, DMB를 시청하거나 청취하고 있지

않는국민들은그사실을알수가없다는심각한문제가발생한다. 즉언제지진이발생할지모르니

지진조기경보수신을위해 TV,라디오, DMB를항시켜놓아야한다는웃지못할일이발생하는것

이다. 그렇다면이러한지진조기경보전달의한계를극복하는방안으로요구되는것은어떤것이

있을까? 우선안정된전송망을기반으로국민들이휴대하고있는단말매체를통한확실하고정확한

지진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또한 지진발생시 강제적으로 휴대단말 매체를 깨워 신속하게 지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지진조기경보에 뒤이어 지진 대응방법과 발생 지진관련

상세정보 그리고 지진 발생 이후의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전달하여국민의궁금증을해소하고빠른복구에필요한정보전달을하는매체가필요하다. 

필자는이러한요구사항을최대한만족하는전달매체로지상파DMB를생각한다. 지상파DMB는

안정된 전송망을 기반으로 망부하에 관계없이 많은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진속보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DMB 기능을 포함하는 휴대폰, 네비게이션을 소지하고

있어실내,외나차량안등언제어디서나지진정보를전달받을수있다. 더욱이국민들은지진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계속하여 지진관련 정보를 끊임없이 수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상파DMB 에는지진발생시단말기를강제로깨우는기능을포함하지않고있다. 

자동인지 T-DMB 재난방송시스템을통해한계를극복하자

그러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지상파DMB를 시청

T-DMB송신국

T-DMB방송국 지진조기경보 센터(기상청)

Wake Up

↓

재난방송

↓

재난방송 강제전환

재난상황입니다.

재난방송 채널로 강제전환 됩니다.

T-DMB 수신이 가능한
지역에 계신분은 안테나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에서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대가 높은 지역으로 대피바랍니다.

(그림 4) 자동인지 T-DMB 재난방송 시스템을 통한 지진조기경보 개념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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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만 재난정보 수신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지상파DMB 재난방송 서비스의 한계를 뛰어 넘어

재난발생시 자동으로 재난방송 신호를 인지하여 T-DMB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재난정보를 제공

하는자동인지 T-DMB 재난방송서비스기술개발을진행하고있다. 본기술개발은 2013년에완료

되어 2015년이면상용화가가능하다. 

개발되는 기술은 기존 지상파DMB 방송망을 통해 지진조기경보 신호와 재난정보정보 전달이

가능하며 지상파DMB 단말기는 지진조기경보 신호를 자동으로 인지하여 단말기를 깨워(wake-

up) 지진정보를표출하고지상파DMB 방송으로전환된다.   

따라서 자동인지 T-DMB 재난방송 시스템을 지진조기경보 매체로 활용할 경우 지진조기경보

발령후 3초내에국민들이휴대하고있는지상파DMB 단말기를통해 지진조기경보전달이가능

하다. 또한지진조기경보에뒤이어지상파DMB 방송을통해지진대응방법과발생지진관련상세

정보 그리고 지진 발생 이후의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전달

하여국민의궁금증을해소하고빠른복구에필요한정보전달이가능하다.  

결 론

최근들에세계적으로지진, 해일, 폭설, 화재등의재난이급격히증가하면서피해규모가커지고

있어국민들에게효과적으로재난상황을전파하고대처할수있는재난정보전달서비스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진의 경우 조기에 재난정보를 전달해야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진정보를 조기에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에 설치된 민방위경보용 스피커,

기존의 방송망과 통신망을 활용하여 보급된 TV, 라디오, DMB, 스마트폰 등의 매체를 검토하였

으나 국민들에게지진정보를예측가능한시간안에정확하게전달하기에는한계가있음을확인

하였다.  그러나 자동인지 T-DMB 재난방송을 지진조기경보 매체로 활용할 경우 국민들은 휴대

하고 있는 T-DMB단말기를 통해 지진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여 신속히 지진에 대처하면서 지진

대응방법과발생지진관련상세정보그리고지진발생이후의상황을연속적으로확인할수있어

지진관련궁금증을해소하고빠른복구참여할수있다.  

앞으로기상청은계획하고있는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자동인지 T-DMB 재난방송을포함하는

세계최고의지진조기대응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킴은물론세계로관련

기술을수출을통해지진대응선진국도약의발판을마련하기를기대한다. 

지진산업Focu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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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지진관측 시스템의 흐름

우리나라에서 지진계를 이용한 지진관측이 시작된 것은 1905년부터이나, 본격적으로

지진 관측이 시작된 것은 지난 63년 서울의 관측소 설치와 77년 기상청에서 서울과

광주에 이동식 지진계를 설치하고 부터이다. 지진계에 의해 관측된 우리나라의 지진은

1978~2006년사이에사람이느낄수있는규모 3.0 이상의중급지진은연평균 9회정도가

발생하고있는데, 이를관측하기위한한국의지진관련시스템의기술력도발전되어왔으며,

주요현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한국기상청

쪾기상청의국가지진관측망은속도계와가속도계를포함하여전국 127소의지진관측소

에서관측된자료를실시간으로한반도전역을감시하고있음.

쪾관측자료 분석은 미국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Antelope)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지진계 센서와 데이터처리기는 주로 영국 Guralp사와 미국 Kinemetrics사의 제품이

운영되고있음.

쪾기상청은 2000년국내 4개지진관측관련기관과협정을맺고, 이들기관에서운영하는

전국 50개 관측소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지진관측망에 수용·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모든지진계는제조사와나라는다르지만전량외국제품임.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쪾한국지진감시시스템(KEMS: Korea Earthquake Monitoring System)은 소프트웨어적

으로 크게 ①자료전송 시스템(Data Transfer System), ②자료관리 시스템(Data

Management) 그리고 ③자료 처리 및 분석 시스템(Seismic Processing & Analysis

System)과 이 세가지 시스템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산

조절시스템(Distributed Application Control System)으로이루어져있음. 

지진관측장비국내시장수요현황및

전망, 국산화가능성

(주)AKGC 박윤호



2. 지진관측장비 시장의 최근 동향

지진관측기술의발전과더불어지진관측기기및시스템의시장의도래를가속화한것이관련

법령 제정이다. 지진재해대책법이 2009년 3월에 발효됨으로서 지진관측 대상 기관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이법에의하면지진관측소가최소 600개소이상설치될것으로추정되며, 지진관측이

실시간지진자료수집및통보수준을넘어지진파형으로부터각종정보를추출하여지진피해정도

및범위를실시간으로예측하고경보를발령하는지진방재수준으로진화해갈것이다(지헌철등,

2010).  또한, 2012년 3월9일에는“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칙”이제정, 공포되어앞으로우리나라지진관측장비의시장이보다활성화될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지진관측장비관련기술동향은크게두가지로분류할수있는데, 그중하나는 2차피해

방지시스템기능이강화된제품개발이다. 다른하나는센서부기술개발뿐만아니라모니터링

한자료를전송·통계처리·공간분석등의기능을구현할수있는소프트웨어의개발이다.      

지진장비의 하드웨어면에서, 최근 경향은 기존에 관측을 위한 장비(지진분화관측기기 등)

개발에서 탈피하여 지진 발생 후 수자원확보, 가스탱크·도로·배관 등 위험시설과 기반산업

인프라의모니터링및제어를위한 2차피해방지시스템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으며, 이분야의

시장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외산 장비로는 Kinemetrics INC(미국), Guralp

< 그림 1 > 국내에서 유통되는 지진기록 장비 현황

국 내 국 외

AKGC	(지진기록,계센서) Kinemetrics INC	(미국)

오토시스 지진기록계, 센서) Guralp System 영국)

로고테크 센서) Geosig 스위스)

민간대기업.중앙행정기관.지자체.위험물취급소외 기상청.지자원.지자체.4대공사외

한국가스공사.일반대학.민간기업외 기상청.지자원.지자체.4대공사외

한국전력.교량.터널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교량.터널외

지진산업Focus 1



Systems(영국), Geosig(스위스) 등이있으며, 국산장비로는 AKGC(지진기록계, 센서), 오토시스

(지진기록계, 센서), 로고테크(센서)가있다.

지진 소프트웨어에서는 대용량 지진자료를 실시간 전송 및 처리를 위하여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기술을겸비한 IT 업체들의진출이두드러지고있는데, KIT 밸리, 세이프티아, 세이프코리아

등이주요업체이다.

3. 지진관측장비의 국산화

지반진동을 감시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지반진동의 감지기술이 중요하며, 정확한 지반

가속도의 1차값(raw data)을읽고기록장치에전송하는게매우중요하다. 지진계의가장중요한

기능은최초지진발생시얼마나정확하게그값을읽어들이느냐에달려있다해도과언은아니다.

지진관측장비의 값에 의거하여 진앙, 진원 및 규모를 파악하기 때문에 지진센서의 중요성은

아무리강조해도부족함이없다.

향후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

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이제는 계측분야의 KOLAS(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가보편화되고있는시점에서, 지진관측장비분야에서도공인된

국가기관에서 KOLAS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관리하여 우리나라 지진관측장비의 우수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할필요성이있다. 두번째로, 향후설치해야할지진관측지점의수를정확히

예측하고 이들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의 분석, 유지, 관리를 위한 재원, 인력, 기술의 확보가

이루어져야할것이다. 세번째로, 지진관측장비의국산화에만족하지않고이를세계화에걸맞는

국가경쟁력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내 자본으로 외국에 설치되는 물량에

대해서는국산장비를우선사용하도록국가의지원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정부가

국산장비를애용할수록국외소비자들이보는우리제품의우수성은날로높아질것이다.        

참 I 고 I 문 I 헌

●에이케이지씨, 지진계 수감부 개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사업경쟁력 강화사업, 2009

●지헌철, 박정호, 김근영, 신진수, 신인철, 임인섭, 정병선, 신동훈, 지진관측 : 미래 발전

●전략, 지구물리와 물리탐사, Vol. 13, No. 3, 2010, p. 268~276

● http://www.kinemetrics.com/p-163-Home.aspx

● http://www.guralp.com/

● http://www.geosig.com/

● http://www.autosys.co.kr/main/index.php

● http://www.log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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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치환

일본의 법제도와 지진법관련

기상청에 바라는 점

Ⅰ. 처음에

지진과해일, 그리고화산이세가지자연현상은마치형제관계처럼매우가까운사이다.

그것이인간에게해만주지않는다면경이로운자연의신비로서자주찾고싶은관광자원이

되었을지도모른다. 

물론이러한현상들이한차례발생하고지나간흔적은후에관광자원으로각광을받기도

하지만불행하게도이들자연현상은인류에게상상하기어려울정도의막대한피해를가하는

경우가대부분이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홍수나 폭설 등과 같은 기상현상이 현재의 과학기술로 어느 정도

사전에탐지하는것이가능한반면, 지진이나화산폭발등은아직도그에대한예측이거의

불가능하거나가능하다고하여도불완전하다는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그에대한탐지의노력이나그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기술적인 관측과 탐지를 위한 연구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적시스템을구축하려고민한다. 이때일본의경험을빼놓을수가없다.

일본은자타가공인하는방재선진국이다. 

일본국토가놓인지리적특수성으로인하여가공할만한위력을가진자연재해를무수히

경험한 일본으로서는 철저한 방재대책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더나아가국가의존립을유지할수있는전제요건과도같다. 

그러한일본조차도 2011년동일본대지진은일본의방재체계가수십년에걸쳐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구축해 놓은 재해대응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어서 그 이후 기존 방재체계에

대한개선논의가거의거국적으로이루어지는상황에있다.

표준화 및 법제화Focus 2



Ⅱ. 일본의 지진관련 법제도

1. 지진관련법률

일본에서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하여 규율하는 주된

법률은①재해대책기본법(1961.11.15. 법률제223호제정)을

위시하여 ②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1978.6.15. 법률

제73호 제정), ③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1995.6.16.

법률 제111호 제정)의 3가지가 있다. 여기에 지진해일의

우려가특히높은지역에있어서의지진방재대책의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본해구ㆍ천도해구주변 해구형지진에 관련된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

(2004.4.2. 법률 제27호 제정)’과‘동남해ㆍ남해지진에 관련된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

(2002.7.26. 법률 제92호 제정)’의 2건)이 추가되어 위의 3법을 보완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재해대책기본법은 이세만(伊勢灣)태풍을 계기로 제정되고,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은 1995년의

한신ㆍ아와지(阪神ㆍ淡路)지진을계기로제정되었다. 

2011년동일본대진재이후에는이상의법률들에더하여해일대책추진에관한법률(2011.6.24.

법률 제77호)이 제정되었다. 여타 법률이 기본적으로 지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해일

대책법은 오로지 해일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전담입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대하여 재해

대책기본법은 폭풍, 호우, 홍수를 비롯한 다양한 재해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지진과

해일은동법이규율하는다양한재해현상중의일부에불과하다. 

이들 법률 외에도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규율을 담고 있는 법령은 50건이 넘는다. 동일본

대진재이후에는피해복구와부흥에관한법제보완이두드러진다.

2. 기상청중심의관측체제

일본의기상업무법은‘기상(氣象), 지상(地象), 수상(水象)’에관하여규정한다(기상업무법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象을 일으키는 현상을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규율하는 것인데 지진과

화산은‘지상’에포함된다. 기상업무법은‘지상’을“지진및화산현상과기상에밀접하게관련이

있는 지면 및 지중의 제현상”이라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일은‘수상’에 포함된다.

수상이란“기상또는지진에밀접하게관련되는육수(陸水) 및해양의제현상”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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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및 법제화Focus 2

그런데지진과해일, 그리고더나아가화산폭발의문제는

방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어느 하나를 떼어내어 살펴보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하지도 않다.

이들은모두상호연동되는경우가다반사일것이기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각각의 개별 현상에 대응한 세부적인 대책이

요구되기도 하지만이들을한데묶어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간명하기도 하다. 그들 현상이 나타내는 물리적인

특징과 그들현상이야기하는물리적인피해양상, 물리적인

피해의범위등은모두상이한것이지만, 그들현상이모두

신속하게 예지되거나 탐지되어야 한다거나 전파되어야

한다는것은세현상의경우가다를수가없다. 따라서재해

현상의관측과전파라고 하는부분은통일적인법제구성에

적합하다.

일본에 있어서 재해기상에 대한 관측과 위험단계별 경보

등의 발령의 임무는 기상청의 전속권한에 속한다. 지진과

화산의관측, 해일의관측(기상업무법제3조, 제4조)과경보

등의 발령은 기상청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다(기상

업무법 제13조). 기상청 자체에 의한 관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이외의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 기업이나

개인에게관측을위탁하는제도도마련되어있다(기상업무법

제5조). 그러나 이들 모든 현상에 대한 관측이 기상청을

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점에는변함이없다.

이에 대하여 기상청이 발령한 경보나 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정보에 입각하여 국민들의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는

방재기관인행정주체의주된권한에속한다.

Ⅲ. 우리 기상청에 바라는 점

우리나라도기상관측에있어서기상청이중추적인역할을

수행하고있음은말할것도없다. 우리의기상청은기상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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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법을 제정하여 관측 결과물의 활용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또한 우리

나라도 결코 지진에서 100%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를

선제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기상청의 일련의 자세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런데이와같은기상청의선제적인노력이여타부처의단순한기관견제나몰이해로인하여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다. 오늘날 기상관측기술이 고도화되어 과거

에는 감지하지 못했던 지진동을 감지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지진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을 뿐

실제로는한반도에서지진이빈발하거나큰규모의지진이발생할가능성을원천부정하는견해도

없지 않지만 절대적인 안전성이 확인되어 있지 않는 한 미리 대비하여 과할 것은 없을 것이다.

특히삼면이바다인특수성으로인하여한반도내에서는지진이발생하지않는다고하여도인근

국가나인근해양에서의지진의여파로우리나라연안에해일피해가발생할것은얼마든지예상

될수있는문제이다. 그런점에서지진또는지진해일에대비하여기상청이추구하는선제적인

노력이 부디 오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다만 기상청으로서도 주위에서 그저 이해해

주기만을 바라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진관련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주지시키는 노력을 아울러

추구해야할것이라생각한다. 지진과해일재해에의대응은오로지기상청만이책임져야할일은

아니기때문이다. 더욱이실제의방재대응상황에처하게되면여러방재유관기관간의유기적인

공조가절실해지기때문이다.

지진과해일의현실적인위험에대한공감대가널리확산되어있지않은이상지진과해일대응을

위한 기상청의 노력은 여러 난관에 직면할 우려가 높다. 일본에서 해일대책법안이 1년 가까이

공전되다가 극심한 해일 피해를 입은 동일본대지진 직후 바로 국회를 통과한 것도 같은 맥락

이다. 그러나지진과해일등자연재해에대한방재대책의출발은해당재해현상의정확한관측

내지 탐지와 전파에 있는 것인 만큼 주위의 시선을 의식함이 없이 또 기상청을 둘러싼 외부의

환경변화에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자연재해 탐지기술에 대한 연구와 실시체계의 구축, 국제

교류등자체역량을강화해가는것이필요하다할것이다. 

앞서보았듯이일본의지진관련법들은대개커다란지진재해를경험하고나서비로소제정된

경향이 있다. 만일 사전에 해당 법제도를 구축해 놓았더라면 재해자체는 막지 못했을지라도

피해는보다줄일수있었을것이다. 그러한전처를밟지않기위해서도지진과지진해일에대비한

법제도를구축하는것은국민의생명과재산의보호를임무로하는국가에게요구되는최소한의

요청이아닐수없다. 



우리의일상생활은여러가지영향을미칠수있는자기장으로둘러싸인지구에서살고

있지만, 자기장은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별로 끌지 못한다.

그러나 지구자기장은 지구의 중요한 물리적 특성의 하나로서, 태양으로부터 지구 내부에

이르는넓은범위의환경에관계되어있고다양한분야에이용될수있다. 

지구자기장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동하고 있다. 그 주기는 짧게는 약

1 마이크로초에서수십만년까지넓은스펙트럼을가지고있다.  또한지구자기장의세기와

방향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지구 내, 외적인 원인에 의하여 변한다. 지각의 변이와 같은

지구내부의요인이나, 이온층의전류, 자기권내의플라즈마효과, 태양풍이나국부적으로

위치한인위적인건물, 도로, 차량및전력선등의외부요인에의하여영향을받게된다. 

지구자기장의 측정 자료는 항법수단, 태양 및 지구의 심부지질구조 연구, 우주기상 및

전파환경예측, 지진또는화산분출예측연구, 지하자원탐사, 전력망산업, 천둥및번개

탐지, GPS 교란등의연구에활용될수있기때문에분석및예측의정확도향상을위해서

는 정밀측정이 중요하다. 지구자기장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및

지구자기장관측의국가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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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터마그넷에 가입된 관측소(2012년 12월 기준)



경험적지식을기반으로여러가지원인에의해생길수있는변동요인을이해하고, 측정한

결과를분석하여평가할수있는능력이있어야한다.  

각나라에서여러가지다른방법으로측정한지구자기장값의차이로인하여데이터의

신뢰성이 저하되므로, 지구자기 및고층대기 국제협회 (IAG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magnetism and Aeronomy)에서는지구자기장측정값의통일을위하여노력하고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IAGA에서는 세계적으로 지구자기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데이터의 공유 및 규격화를 위하여 INTERMAGNET (International Real-time Magnetic

Observatory Network)을 조직하였다. 가입 조건 (분해능 0.1 nT, 기저값 변화량 5 nT/year

등)을 엄격하게 하여 측정데이터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으며, 지금까지 미국, 영국, 일본,

중국등 44개국 125개지구자기장관측소가참여하고있다. 

지구자기장측정역사가 130년인일본은기상청산하에 3 곳의유인관측소에총 30여명의

공무원이지구자기장을관측및분석하는일을하고있으나, 우리나라의경우지구자기장을

담당하는직원은많지않다. 

지구자기장은편각/복각측정, 기저선계산등측정방법이복잡하고, 정밀분석을위해서는

오랜 경험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고, 정밀분석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육성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기관에서 지구자기장 측정 및 관련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

INTERMAGNET에가입한관측소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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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상청의 청양 지구장 관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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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서 한반도의 지구자기장 변화량 측정, 지질연구, 지진예측 연구 등을 위해

INTERMAGNET의 측정기준에 부합되는 청양 지구자기장 관측소 (IAGA code CYG)를

건립하여 그림 2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곧 INTERMAGNET에 가입할 예정이다. 또한

청양관측소의장비는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자기장국가표준장치로부터교정및검증을

받았기때문에측정값은국내외에서인증받을수있다. 

또한청양지구자기장관측소는측정환경및조건이좋아, 관측자료의품질이우수하므로

국가지구자기장대표관측소로자리매김하여타기관에서측정한값의오류등을보정할수

있는표준측정값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그림 3). 이를바탕으로국내여러기관및관련

연구단체등에규격화된자료를제공할수있는기틀을마련할수있다. 

또한국제적측정요구조건에만족할수있는방법으로측정하는것도중요하며이러한

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국내관련전문가들의협력이더욱필요하다. 

참 I 고 I 문 I 헌

●박포규 외, “국제표준의 지구자기 관측자료 생산 및 공유체계 구현방안연구”, 기상청 CATER 2011-5309, 2012.

●박포규, 김완섭, “지구자기장 정밀 측정 및 분석연구”, 군사과학연구, PP.1-12, 5(2), 2011.

그림 3. 2011년 청양관측소에서 측정한 총지구자기장 성분의 일, 월 및 연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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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관련법제정비방안*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두진

전세계에서 1900년부터 1999년까지발생한 1,248건의지진으로인한재산피해액은 2000년기준으로

1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2009년에 한 보고서에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비용은“GDP의일정한퍼센트를점하는”것이현실이라고보고있다.2) 게다가지난 10년간그비율은

상승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생명 및 재산의 피해는 점증하는 추세이다.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전세계, 예컨대홍수에서의사망위험(mortality risk)은 13 퍼센트증가하였고, 홍수로인한경제적위험은

33퍼센트 증가하였다.3) UN 산하기구인 국제재난경감전략(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UNISDR)에따르면전세계자연재해의발생추세는 1975년부터 2005년까지급격히

상승하다가 2005년을정점으로근년에는 1990년대중반이후와같은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4)또한

지진으로인한가장큰피해는인명손실이며이는화폐가치로는환산될수없는막대한손실이다. 

20세기에발생한지진중에서인명피해가발생한지진건수는적어도 1,248건에이르며, 공식적으로

집계된사망자수만해도총 1,685,000명에이르고있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규모 9.0으로서 일본 지진 관측 이래 최대규모의 지진이었으며,

1900년 이래 전세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역대 4번째로 큰 지진으로서 함께 발생한 지진해일과

함께 토호쿠(東北)지역에서 사망자 19,846명을 포함하여 약 3만여명의 인명 피해와 제철소, 정유공장

등의산업시설및민가에막대한재산피해를입혔다. 

1. 관련 입법수요

우리나라는아직까지지진및지진해일로인한심각한피해를직접당해본경험이없을뿐더러가까운

시일내그런위험에노출되고있다는피해인식도매우낮은실정이다. 즉, 지진이나지진해일로인한

추상적인 피해 인식은 있으나 이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 인식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8년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연도별 지진관측 현황을 봤을 때, 특별히 대규모

지진의발생횟수가증가되고있지는않다.5) 그러나학자들에따르면역사적기록상과거한반도전역

* 이 글은 김두진, “재난관측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제22권 3호 (2012.9) 

37-68면을 요약·수정한 것이다.

2) United Nations, 2009 Global Assessment Report on Disaster Risk Reduction, Summary and Recommendations 8.

3) United Nations, 2009 Global Assessment Report on Disaster Risk Reduction: Risk and Poverty in a Changing Climate 5.

4) http://www.unisdr.org/files/24692_2011disasterstats.pdf.

5) 기상청, “2011년 상반기 국내외 지진발생 현황”(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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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정 기간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6) 1998년 이기화 교수는 역사서에 기술된

한반도의 지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반도의 지진활동은 1~14세기 간에는 비교적 낮았으나, 15~18

세기에 이례적으로 높게 전개되어 지난 2,000년간 한반도에서 방출된 지진에너지의 태반이 방출

되었음을 밝혔다.7) 요컨대 한반도에서는 약 2세기를 주기로 지진활동기와 지진활동감소기가 반복되

었는데, 지진활동이 잠잠해진 근래의 2세기가 지진정지기(seismic gap)로 추정되며, 현재 정지기가

막바지에이르고있으며, 앞으로축적된에너지가방출되어한국에큰지진이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한국이지진발생가능성이낮은지역이라는일반적인인식과지진발생관련데이터에도불구

하고, 역사적 경험상 한반도에서 심각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인구밀도가높고, 건물들이밀집되어있는지역에서지진이발생하는경우, 그규모에비해피해의

정도는더심각할것임을쉽게예상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10월 7일홍성지진이후자체

계기에의한지진관측을시작한이래다양한지역에서지속적으로지진이관측되었으며, 특히 2010년

수도권(시흥)에서지진규모 3.0의지진이발생하였다(2010.2.9). 또한울진지진(2004.5. 지진규모 5.2) 및

오대산지진(2007.1. 지진규모 4.8)과같은중규모지진, 울진(2012.1~2. 규모 2.5) 및영덕(2007.9~10.)

에서연속지진이발생하여지역주민의불안감이가중되고있다. 

또한세계데이터센터(World Data Centre)에의하면, 전세계에서관측되고검증된지진해일의약 25%는

일본에서발생한다. 이중일본열도서쪽과동해연안에서발생하는지진해일에의한우리나라의피해

가능성은상존한다.8)그리고 1983년과 1993년일본에서발생한지진해일로인하여우리나라동해안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적도 있다. 그밖에 폼페이를 매몰시킨 베스비우스 화산보다 큰 규모의 백두산이

활화산으로서우리나라영토안에존재하고있다는사실을상기할필요가있다.9)최근언론보도와학자

들의 학술발표에 따르면 화산 및 지진관측 결과에 의하면, 백두산 화산 분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대한종합적인관측및방재대응책이필요한시점이라인식되고있다.10)이론적으로화산에너지의

분출은커다란재앙을발생시킬수있다. 예컨대용암의유출, 파편의쇄도및폭발적파열은지역사회를

침입하고, 인명을 살상하고, 주요 하천을 메우고, 교량을 파괴하고, 거대한 삼림지대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 유독한화산가스분출물은광범위한호흡장애를야기할수있다. 또한공중으로비상한화산재

구름은수십만의사람의인명과건강및사업을침해하고 수백만 달러의 항공운송 피해를 발생시키고

6) Lee, K. and W.S. Yang(2006), “Historical Seismicity of Korea”, Bulletin of the Seismological Society of America, Vol. 96, No. 3, pp. 846-855.

7)  이기화, “한반도의 역사지진자료”, 지구물리 제1권 제1호, 3-22면 (1998.12).

8) 김영화, “일본 대지진의 특성과 한반도에서의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 한반도 지진·지진해일 대응 포럼, (2011.5.12) 자료집 8면.

9)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의 C. Newhall과 하와이대학의 S. Self가 1982년에 고안한 화산폭발지수(Volcanic Explosivity Index: VEI)로

산정할 때 10세기의 백두산의 분화규모는 7급으로 5급인 베스비우스 화산보다 큰 규모였다고 추정되기도 한다.

10) 윤성효 부산대 교수(제주화산연구소 이사)는 6월 18일 기상청이 개최한“백두산 화산 위기와 대응”세미나에서“중국 학자들이 2014~2015년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백두산이 가까운 장래에 분화할 조짐이 확실하다”며“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백두산 분화

조짐의 근거로 (1) 백두산 천지(天池)에서 화산 가스로 인한 기포가 발견됐고 (2) 2010년 2월 북한·러시아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강진이 백두산

지하의 마그마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크며, (3) 백두산 천지의 지형이 조금씩 솟아오르는 등 지형 변화가 위성 촬영 등을 통해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를

들었다. 조선일보 (2010. 6.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19/2010061900134.html (Lastly visited at January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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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을 거의 마비시킨다.11) 미국에서는 1973

년부터 2003년까지항공기가화산재와조우한건수

가 약 100건 서면으로 보고되었다. 보고된 조우 가

운데 약 20퍼센트는 엔진과 항공기에 심각한 피

해를 유발하였다. 8건의조우에서는엔진결함이발

생할정도로피해가심각하였다고한다.12) 2010년과

2011년에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항공

대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처럼 화산 분화지역의

직접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 못지않게 크고 심각한 국가재난이 분화로 인한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의

마비사태이다. 

필자는우리국민들이이러한위험요소의존재및그에대한대비필요성에대하여올바로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012년 1월에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 약 3,900명에게 설문을 담은 이메일을

보낸 결과 129명이 응답하였다.13) 이를 집계한 결과, 지진 또는 지진해일에 의한 일반·추상적 피해

발생가능성(90.63%)이나개별적·구체적피해발생가능성(81.25%), 백두산의분화가능성에대한정부의

대비필요성(88.89%)을응답자대부분이긍정하였다. 지진또는지진해일이발생하는경우에대한정부의

적절한대비필요성에관해서도대다수(122명, 95.31%)가긍정하였다. 지진해일의약 25%는일본에서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피해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점, 그리고 1983년과 1993년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로인하여우리나라동해안에서실제피해가발생한적이있다는사실에대해서는 98(76.56%)명이

인식하고있었다. 지진업무의경우에지진의관측과국민에대한예보·경보에관한규정을지진재해

대책법과구별되는별개의법률에두는것의적절성에관해서는대다수(81.89%)가찬성하였고, 이러한

입법의장점으로“지진·지진해일·화산에대한효율적이고선제적인대응체계구축에도움이될것”

(54.87%), “정확하고신속한지진·지진해일·화산에관한예보및통보에도움이될것”이거나“몇몇

법률에 산재한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률에 모음으로써 혼란과 중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76%),

“기상청의 소관 지진업무의 자율적·효율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15.93%) 등을 들었다. 지진 또는

지진해일이발생하는경우에대한정부의적절한대비필요성에관해서응답자의 97.63%는 60초이내에

경보를발령하는지진경보시스템을갖추어야우리국민의수요에부응한다고보았다. 또한우리기상청은

미국, 일본, 중국등에비해위험지진, 지진해일, 화산의관측·분석및예·경보시설수준이낮은실정

이므로, 이러한 시설기반 및 관측망의 구축과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확충 등에 대한

적극적인관심과투자가필요하다는의견이대다수(124명. 96.1%)였다. 

11) USGS Science Helps Build Safer Communities: Volcano Hazards- A National Threat (2006). 

12) Id. Volcano Impacts.

13) 네이버 online research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기상청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를 올린 일반인 3,908명을 표본집단으로 하여 설문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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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재난관측법제의 현황

「지진재해대책법」제2조는“지진재해”는「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지진해일로인하여발생하는피해로서지진동(지진으로일어나는지면의진동)에의한직접피해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개념상‘재난’과

‘재해’는 구별된다. 재난(disaster)은 광범위한 인적, 물질적, 경제적 또는 환경적 손실을 야기하고,

그영향을받는지역사회나사회자체의자원을사용하여대처할수있는능력을초과하는, 지역사회나

사회의 기능의 심각한 혼란을 말하고,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재해(harmful consequences or

losses)이다. 

기상청은「정부조직법」상환경부장관소속의중앙행정기관으로서기상(지상및수상을포함한다)에

관한사무를관장한다. 「기상법」상기상청은기상·수상및지상등의기상현상의관측및예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영향조사,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을 중심으로 하는 기상업무를 소관

하는행정기관이다. 또한지상(地象)은지진또는화산현상과그밖에기상과밀접한관련이있는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기상법」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따라서

기상청은①지진및지진해일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종합·조정, ②지진및지진해일에관한기준

설정·기술지도및기술개발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1조제3항). ③지진·지진해일및극지

기상(極地氣象)에관한연구, ④지진에관한연구계획의수립·조정및연구관리(동직제제15조) 등의

사무를담당한다. 기상청의기상업무에관한법적근거는「정부조직법」, 그직제, 「기상법」, 「기상관측

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등에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진업무에 관해서는 2011년 9월 이전에는

「기상법」에 기상청장이 기상청외의 지진ㆍ지진해일 관측기관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제38조)만이마련되어있었고, 기상청의지진ㆍ지진해일관측자체에관한근거규정은없었으며

방재에관한법률인「지진재해대책법」에관련조항이있을뿐이었다(제2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항, 제22조제3항등). 이러한태도는“첫째, 기상청이이분야업무를주관하고있음을간과한것이며,

둘째, 정확하고신속하게관측·예보·통보한다는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 관측망의구성을기상청이

주도하고체계적으로유지하며, 이분야관측과학기술의발전을견인하며, 이를신속하게업무에반영

하고 독자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행법체계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14)

2011년 9월 개정된「기상법」은‘지진’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제2조 제2호의2), ‘수상’(水象)에 지진

해일을포함하고(제2조제3호), ‘지진해일’(地震海溢)의정의조항을신설하였다(제2조제3호의2).  그리고

제25조(국가지진관측망의구축ㆍ운영), 제26조(지구물리관측시설의설치·운영), 제27조(자연지진및

지진해일의관측결과통보), 제28조(인공지진의탐지, 분석및통보), 제29조(지진관련자료의수집·

관리등), 제30조(지진관련기관과의협력강화) 등의규정을신설하였다. 이에따라비로소지진·지진

14) 김두진, “지진·지진해일 관측·예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 고려법학 제60호, 2011.3,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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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화산업무의경우에도기상업무의경우처럼기상현상의관측과예보·통보는기상청의고유업무

로서「기상법」에의하고, 그결과물이기상재해의예방과대비를위하여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등에전달되어 방재를 위하여 활용되는 부분은「자연재해대책법」이라는 방재관련법률에 의하여 적절

하게규율되게되었다.   

3. 법제 개선방안

(1) 지진·지진해일·화산관측망구축책임소재의명확화

현행「지진재해대책법」에서는, “기상청장은지진과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여야

하는바, 특히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은국토해양부장관과 공동으로 수립하여추진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조 제1항). 이에 따라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권한의 행사는

기상청장과 국토건설부장관이 공동주관관청으로서 대등하게 협의하는 형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에

따르면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조치는 기상청장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

으로 외부에표시하여야하며양기관의합의는당해행정조치의유효요건이며합의가없으면그권한

행사가 무효로 된다.  동조의 입법취지는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 업무에 있어 국토해양부

장관의 역할의 중요성 및 책임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과의 공동주관 형식으로 규정하였던 것으로

짐작이된다. 그러나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의수립·추진은지진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과마찬

가지로기상현상을다루는기상청장의고유한업무로서당해업무추진에있어서의효율성제고의측면이나

책임소재를분명히한다는차원에서는이를기상청장의단독권한사항으로정하는것이적절하다. 

(2) 지진·해일조기경보체제의구축·운영

「지진재해대책법」제8조에서는“기상청장은 국내외의 지진과 화산활동 등에 대한 관측결과와 지진

해일예측및관측결과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4조)의본부장에게통보

하여야한다”고하여, 기상청장의지진과지진해일관측의통보의무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기상법」은

제15조에서“기상청장은 일반인 또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기상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그 밖에재해의방지를위하여특보의통보가필요한기관

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등에즉시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은

기상청장이 지진과 화산활동 등의 관측결과와 지진해일 예측 및 관측결과를 방재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기상청장은 국내에 지진이

관측되는 경우 지진속보 또는 지진통보를 발표하고, 지진관측으로 국내 해안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진해일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진해일특보를 발표한다”는 규정을 두고, 그 통보대상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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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하나로서 방재기관을 포함하는 식으로 입법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다.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운영을위해서는 1) 지진동(地震動)·지진규모(magnitude) 등을정확히측정하기위하여정치

하고 조밀한 지진관측망을 확보·유지하는 것과 2) 수집된 지진파(seismic wave)로부터 진원(震源,

focus)·진앙(震央, epicenter)을 조기에 계산하기 위한 우리 실정에 맞는 분석용 소프트웨어와 수퍼

컴퓨터 등을 구비·운용하여 신속히 지진요소 및 예상되는 지진피해의 정도와 범위를 분석·판정

하는 것, 그리고 3) 지진관측소로부터 기상청으로의 지진관측자료의 수집 및 기상청으로부터 유관

기관 및 국민으로의 지진·지진해일의 통보·경보의 양자에 공히 사용되는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한

통신시스템등의하드웨어를갖추는것이종합적으로필요하다.  

기상청은 2012년 1월 현재 속도계 55개, 가속도계 116개 총 171개소의 관측소를 설치하고 있다. 각

관측소는 무인으로 운영되며 본청에서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처리하고 있다.15) 기상청은 국내 외부

기관이 설치한 지진관측소의 관측자료도 지진관측에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상청은 한국지질

자원연구원(2010년 5월현재속도계 33개소, 가속도계 25개소등총 58개소의관측소운영)·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2010년 5월현재고리, 월성, 영광등원자력발전소부지내에속도계 4개소, 가속도계 4개소등

총 8개소의관측소운영)·한국전력연구원(2010년 5월현재원자력발전소부지및인근지역에속도계

13개소, 가속도계 17개소등총 30개소의관측소운영)이설치한지진관측소에서관측한실시간자료를

통합지진관측망(Korea Integrated Seismic System: KISS)를 구축하여 전달받아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은 주변국인일본, 중국, 러시아와함께공동관측소를 운영하여주변국에서의 지진관측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기상청은 지진해일 관측을 위하여 울릉도에 해일파고계와 지진해일계를, 해안가에

등표(8개소)·파랑계(5개소), 동·서·남해 해상에 부이(7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관측한 자체 관측자료와 국립해양조사원의 국가해양관측망(Total Oceanographic Information System:

TOIS)의지진해일과너울관측망((극)초단파조위계 15개소, 부표식조위계 29개소, 파도레이더 2개소,

GPS 8개소 등 총 54개의 관측소)이 관측한 조위자료를 참고하여 간접적으로 지진해일을 관측하고

있다. 지진해일자체의발생및전파를관측하는체계는현재구축추진중에있다. 현재기상청의지진

통보시간은 4분이내로진입한상태이다. 가장선두주자인일본은 5초 ~ 20초, 대만은 20 ~ 40초내에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중이다. 우리나라도 지진감지 후 최단시간내에

지진조기경보를발령하는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16)

한편 지진해일의 경우에는 해저지진 등 1차 원인이 발생하면 지진해일특보를 통하여 일반 국민과

방재기관에지진해일에관하여알림으로써, 해당지역주민이스스로대피할수있도록하고, 방재기관

15) 기상청, “미래 기상·지진기술 비전 2040”, (2009.5) 117면.

16) 기상청은 2015년까지 50초 이내, 2020년까지 10초 이내 지진통보를 발령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기상청, 2011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4면.   



34

35

E
a

rth
q

u
a

k
e

  F
o

c
u

s

으로하여금지진해일도달이전까지해당지역주민의대피를유도하게하여인적·물적피해를방지·

경감하는 기능을 하는 지진해일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년에 발의된“지진·지진해일·

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안)”17)제7조는지진조기경보체제에대해서만언급하고있다. 그러나

특히우리나라근해에서해저지진이발생하여지진해일이발생한경우조기경보는재해저감을위하여

주효할것이므로, 장기적으로국가재정이허락하는최단시기에지진조기경보체제는‘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조기경보체제’로 확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백두산이 만일의 경우에 분화할 가능성이

전무하다고볼수는없고그규모도크기때문에, 이러한비상상황에서우리정부가질서있고숙련되게

대응하여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평시에화산의관측과연구를충분히해두어야할것이고그러한

대비가가능할수있도록법제적으로뒷받침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지진재해대책법」제18조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본부장(중앙본부장)과지역본부장은지진재해발생시피해를줄이기위하여

신속한지진정보수집과분석을통하여피해지역과피해정도등을예측하고, 응급구조및구호, 화재진압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대응체계(지진재해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지진

재해대응체계는 방재기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방재업무의 일환이며, 지진조기경보체제를 통한 기상청

으로부터의신속한통보를기초로할때보다신속한지진정보수집이가능해질것이다. 

(3) 기상청의조직·인력및예산의확충

우리나라 기상청은 본청, 국립기상연구소, 5개의 지방기상청(부산, 광주, 대전, 강원, 제주에 소재),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49개의 기상대(부산지방기상청 산하 대구기상대 등

11개, 광주지방기상청 산하 전주기상대 등 11개, 대전지방기상청 산하 천안기상대 등 12개, 강원지방

기상청 산하 춘천기상대 등 8개, 제주지방기상청 산하 서귀포기상대 등 3개), 항공기상청 산하 8개의

공항기상실(김포공항기상대 등), 5개의 기상관측소, 1개의 기상통신소 등 총 72개 기구로 구성된다.

기상청의본청에는운영지원과·예보국·관측기반국·기후과학국및기상산업정보화국등의 1과 4국이

있다.18) 2012년현재기상청의지진·지진해일·화산관련업무는관측기반국내의 20명남짓의공무원

(지진관리관, 지진정책과 8명, 지진감시과 14명)이 담당하고 있다. 종래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

화산업무를지극히현상유지적으로수행하여왔다. 그러나국내외대규모지진·지진해일재해의발생

으로인하여높아진국민들의불안감해소를위하여우리나라영토및영해에서발생하는지진·지진

전조현상을정밀관측하고주변해역에서발생하는지진및지진해일의관측영역을확대하며지진조기

경보체계를구축할것이요청되고있어서관련행정수요가급증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지진·지진

해일·화산 업무를 현재의 조직체계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기상청 직제를 개정하여

17) 2011년 8월 10일 신영수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3인이 발의한 법안이다.

18) 2012년 1월 현재 기상청의 인력은 일반직 경력직 공무원 1,144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별정직 포함) 13명, 계약직(기상선진화추진단장) 1명, 3급

9명, 4급 59명, 5급 201명, 6급이하 860명] 연구직 43명(고위공무원단 1명, 연구관 16명, 연구사 26명), 기능직 공무원 127명 등 총 1,314명이다. 



표준화 및 법제화Focus 2

별개의 지진화산국 체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지진정책과와 지진감시과를

지진화산정책과와 지진화산감시과로 확대하고 지진화산기술과를 신설함으로써 급증하는 지진·지진

해일·화산 관련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국민생활중심의 지진·지진해일·화산 서비스 기능을 강화

하기위한것이다. 이와더불어지진, 지진해일, 화산및지구물리등지진연구업무의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립기상연구소 내에‘지진화산연구과’의 신설을 통한 지진

조기경보기술개발, 지진해일조기경보및화산전조현상기술개발로대규모자연재해의피해를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 연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 및

지구물리(지구자기장, 음파등)분야의연구를아울러수행할수있는‘국립지구물리연구소’를설립할

필요가있다.

다음으로관련예산의안정적확보역시필요하다. 종래정부의예산편성및국회의예산결산에있어서

특징적으로나타난현상의하나로서세계도처에서대규모지진·지진해일피해가발생하거나주변국

또는국내에서유감지진이발생한직후에는단기적으로높아진국민불안감을해소하기위한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어 지진관측망이 확충되다가 이후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면서 안정적 예산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고 지진·

지진해일및화산재난에대비할수있는안정적인재정적뒷받침을위하여서는장기적관점에서수립된

계획에따라일관성있게필요한정부예산을꾸려야하고, 그럼으로써예상되는한반도의자연재난의

신속하고정확한관측및속보·경보를통하여재해경감을통한국민의생명과재산의보호에부족함이

없는국가역량을육성하여야할것이다. 

4. 맺음말

우리는자연재해를피할수는없지만그영향을최소화하고경감하기위하여행동할수있다. 미래의

원치 않는 비상상황에서 최악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비한 현재의 적절한 법제적 준비가

필요하다. 기상·수상및지상등의기상현상의관측및예보, 기후변화에대한대책수립및영향조사,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을 중심으로 하는 기상업무를 소관하는 행정기관인 기상청의 소관법률에

지진·지진해일·화산관측자체에관한근거규정을두고운용할필요성이있다. 이를위하여 방재관련

법률의하나인「지진재해대책법」에들어있는관련조항들과「기상법」의관련규정들을이전하여기상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칭) 「지진·지진해일·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을제정하여지진·지진해일·

화산의관측·예보·통보에관한기상청의업무를통일적으로규율하는것이적절하다. 기상청은이법을

근거하여 관측망 확충 및 조기경보체계를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운용을 개선하여

유사시방재기관에신속하고정확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방재기관의지진·지진해일·화산재난에대한

적절한선제적대응을위하여협력하여야할것이다. 



화창했던 2012년가을, 난마치원더우먼이된

기분이었다.

아침 햇살까지 분주했던 과학축전에 힘차게

발을 내딛었다. 수많은 과학체험관 그리고 생각

지도 못한 수많은 인파 속에서 마이크를 쥔

내 손에는 절로 힘이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지진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 이혜원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지진과 지진해일이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우리가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에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2012년 9월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학생

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국민 지진

교육강사의일원임을공표한순간이었다.

떨림도잠시미리준비한말들을전달하면서시간은마치

심지에불이타들어가는것처럼쉴새없이흘러갔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똘망똘망한 아이들의 눈빛에 매료되어 목소리

에는더힘이들어갔다. 

아이들과눈빛을야무지게마주치면서최대한쉽게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해 표현했고 이해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모든것은 30분내에이루어져야했다.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을 충분히 이해

시키기는‘난공불락’과 같은 숙제였다. 또한 지진에 대해

설명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교구재(매직큐브)까지 만드는

것은두마리토끼를쫓는격이었다. 그렇다고시간을늘릴

수도없는노릇이었다. 

과학축전의성격상, 오랜시간동안진행하다보면흥미가

떨어져서, 학생들이다른체험관으로이동해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니 강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이번축전에서는“매직큐브”만들기에

집중해서아이들이직접참여하게해보자’란

생각이들었다.

매직큐브만 만드는 축전장이 따로 마련

되어도될정도로, 대국민지진교육은인기가

있었다. 매직큐브 만들기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었고,

완성한 아이들의 성취감은 컸다. 매직

전남대학교 지질환경전공 석사과정 이혜원

원더우먼·슈퍼맨, 

대국민지진강사단!

대국민 지진교육Focu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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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다. 보다많은것을알려주고싶은마음이앞서,

너무많은것들을준비했기때문이다. 

‘큰교단에서더많은아이들과함께호흡하며

집중하기에 2시간은어쩌면길고지루한시간이

될지도 모른다.’약간의 걱정과 함께 수업을

시작했다. 걱정과는 달리 매 질문마다 열렬히

반응하는 아이들 덕분에 시간은 지루함 없이

쏜살같이 흘러가는 듯했다. 너무 적극적으로

손을번쩍번쩍드는아이들을보면서놀라우면서

가슴이벅찼다. 

누군가에게 지식을 바르게 전달하는 기쁨과

뿌듯함을 몸소 느끼게 되었고, 그 지식이 현재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기에 더욱 소중했다.

설명과 질문으로 계속된 이론 시간은 과학 축전

에서 부족했던 부분이었기에 더욱 귀한 시간

이었고,많은것들을알려주려고노력했다.

이론 시간에 이어진 만들기 시간은 역시 아이

들의흥미와 집중도가 최고가 되는 순간이었다.

지진·지진해일 저금통을 만들면서, 세계지도

위에 표시된 판 경계 지역과 지진발생, 지진 및

지진해일의크기, 깊이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이들의 의문점을

계속해서 유도해

냈다. 놀랍게도

의외로 적잖은

아이들이 우리

큐브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장난감이라, 만들 때의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완성품을 학교나 집에 가지고

가서도활용할수있을것이다. 

또한 매직큐브 위에 붙여진“지진·지진해일 살아남기”

스티커에는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비하여 평소 혹은 긴급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그려져 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알려야할목표이기도했다. 큐브위에스티커를

한 장 한 장 붙이면서, 아이들과 함께 스티커에 쓰인 문구

들을 하나씩 읽어보았다. 소화기사용법부터 지진이 났을

때 우리의 상황에 따른 행동 방법을 알려주었다. 공공

기관이나 집, 학교, 실외, 차안 등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은 달라져야 한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스티커를차근차근붙이면서도내설명에연신고개를끄덕

이는아이들, 질문도빼놓지않는다. ‘소화기랑지진은무슨

상관이있어요?’, ‘왜차안에있어야해요?’등

이 날, 나는 총 여섯 번의 교육을 마쳤다. 같은 내용의

수업이학생들에따라조금씩변했지만, 곧잘이해하고따라

하는대부분학생을보면서느껴지는뿌듯함이조금갈라진

목소리를타고흘러나왔다.

2012년 10월 8일, 광주광림초등학교에서지진교실.

광림초등학교에서의 지진교실은 과학축전과는 느낌이

또달랐다.

2시간 동안 지진을 이해시키고 만들기 실습까지 충분히

가능할것이라는내예상을뒤엎고, 이번에도시간이아쉬

떨림도 잠시 미리 준비한 말들을 전달하면서 시간은 마치 심지에

불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쉴 새 없이 흘러갔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똘망똘망한 아이들의 눈빛에 매료되어 목소리에는 더 힘이 들어갔다. 



나라위치를 찾는데 애를

먹었고 ,  우리나라가 판

경계에 속하는지아닌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

물론아직지구본상의위치

감각이 익숙지 않겠지만,

아이들이너무교과서위주

평면학습에 사로잡혀

발생한 에피소드가아닐까싶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할지도

모르는“지진교육”만큼은 여타 지금껏 받아온

평면 교육에서 벗어난 살아있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진교구의

보완이 필요하다. 교구재를 더욱 더 손쉽고

창의적으로 보완하고, 영상물을 만화가 아닌

실제 상황으로 만들어 현실감을 부여한다면,

일회성교육에서그치지 않고 심화과정이 생기

거나 혹은 전국적인 기관에서 서로 지진교육을

요구할지도모른다.

쉬는 시간도 없이 2시간을 꽉꽉 채워 결국

단체사진을남길수없게되었지만, 내가준비한

모든것을쏟아부었기에아쉬움은덜남는다. 

지난과학축전기억이새삼스럽다. 

정신없이 여섯 번의 강의를 끝내고 광주 과학

축전장 한복판에 서서 분주한 사람들 틈에 서

있어 보았다. 

하나라도더아이들에게과학체험기회를주기

위해 분주한 학부모들, 그리고 자의반, 타의반

으로발빠르게움직이고있는학생들,,,

그렇게엉키고엉킨동선속에서내가방금나왔던

“대국민 지진교육”의 축전장이 너무나 크게

클로즈업되었다. 

지금내가공부하고있는과학, “지진”. 

순간의문이들었다. 이많은분야의과학중그존재자체가

오로지범지구적인, 범인류적인안녕과행복을위한학문이

얼마나될까. 

축전장으로부터 멀어지는 내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한

민국의 안녕과 행복들이 보태어져 두 어깨가 무거워지는

순간이었다.

2012년 가을, 우리의 진정한 안녕을 위해 목청껏 소리

질렀던 나 그리고 대국민 지진교육 강사단, 또 지진과 그

관련된모든일을하는사람들은“seismologist"이다.

난 이들을 진정한 현시대의 원더우먼, 슈퍼맨이라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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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지식을 바르게 전달하는 기쁨과 뿌듯함을 몸소 느끼게

되었고, 그 지식이 현재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기에 더욱 소중했다.

나의 설명과 질문으로 계속된 이론 시간은 과학 축전에서 부족했던

부분이었기에 더욱 귀한 시간이었고,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고 노력

했다.



온국민지진교육을위한첫발걸음

지진재해가 한 국가만의 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전세계에깨닫게해준동일본대지진이발생한지벌써 1년

9개월이훌쩍지났지만, 그로인한“지진을대하는우리들의

자세”는계속변화하는중이다.

2011년 3월 11일일본에서발생한규모 9.0의대지진과지진해일은방사능물질의유출등복합적

재해로 변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사이버 상에서 우리의 재난대응 및

대처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같은 해 8월 23일에는 규모 5.9 지진이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왔던) 미국동부지역워싱턴시를강타하였다. 시내중심지역건물이심하게흔들렸고, 공포에

질린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는 과거 1897년 이후 가장 큰 규모 지진으로,

그동안유사지진이발생한적이없었기에시민들은더욱큰충격을받았다. 일반적으로대형지진이

자주발생하는곳은지각판과판이만나는경계로, 일본과미국서부지역이대표지역으로알려져

있다. 다행히도우리나라는판의중심에위치하고있어상대적으로지진재해에안전하다고전문가

들은말한다. 하지만 2011년 8월미국동부지역의지진과한반도역사지진의피해를보면우리나라가

지진재해로부터안전하다고는그누구도장담할수없다.

실제로역사속에서한반도는수많은피해지진을만났다. 특히 16세기에는가장많은피해지진의

기록이 남아있는데, 땅이 크게 진동하고 가옥이 모두 흔들리는 지진이 200여회나 기록되어 있다.

심지어무너진민가와산사태로사람과가축이죽는기록도발견되었다. 이와같이세계도처에서

일어나는지진재해와과거우리나라피해지진을간과해버리면우리는불행한역사를번복하게될

것이다. 지진과 지진해일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의 천재지변이므로, 충실한 유비무환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즉, 건물의 내진설계와 전 국민의 안전 대응법 체화가 지진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지키는최선의방법일것이다. 

기상청은 올해 처음으로 대국민 지진교육을 위해 뛰어다녔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지진·

지진해일 용어와 발생원리 등 과학적 지식을 쉽게 이해하도록 여러가지 만들기 도구와 만화책을

제작하였고, 전국 방방곳곳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를 찾아다니며 체험위주 교육을 실시

하였다. 또, 지역과학축전에참가하여다양한연령대시민들에게지진에대한이해와간접체험을

제공하는자리를마련하였다. 그리고학생들에게가장큰영향을미칠선생님들을대상으로한지진

교육도빼놓지않았다.

기상청 지진정책과 김유원

대국민 지진교육Focu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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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없이달려온 2012년대국민지진교육, 

43회 2,910명교육을완료하였지만, 첫도전이었기에아쉬움이많이남는다.  실제‘지진’이란주제로

국민들을 만나본 결과, 교육의 중요성에는 이구동성으로 동감하면서도, 기후변화 등 현재의 뜨거운

감자에게밀려현실적수요는저조함을알 수있었다. 이는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나와내가족에게

일어날수있다는위기감이부족하기때문이며, 이러한안전불감증은특히성인들에게나타났다. 즉,

부모와선생님을포함한어른들의인식전환부터필요하다. 

2013년도지진교육을더활성화하고국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다각적인노력이

요구된다. 먼저더욱실감나는교구재를개발하여, 실제로지진이났을때위기일촉의상황을간접적

으로나마전달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교구재개발이벤트등을이용하면국민참여도유도

하고참신한아이디어도얻는일석이조의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또한대국민지진교육이안정화

되기전까지내실있는교육과홍보가지속되어야한다. 더많이, 더자주, 더욱다양한교구재를이용한

지진 교육이 거듭된다면, 그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진 관련 업무와 연구에 일임하고

있는 사람들의 협력 역시 중요하다. 전문가의 목소리로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지시키고, 모든 국민들이 지진에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히

도록정책을세워나가야할것이다.

11월 23일, 대전, 한 해 동안 대국민 지진교육에 참여한 강사요원들이 모였다. 우수 강사에 대한

시상도 겸한 자리였다. 올 해 교육의 가장 큰 성과는 강사요원의 결성이란 것을 깨닫은 순간이었다.

강사님들의 열정을 보면서, 이번 교육 사업을 맡길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내년 교육은 어떤

모습으로변할지는모르겠지만이러한열정이곳곳에있기에분명히긍정적인방향이라고확신한다!

강사요원 워크숍(2012.11.26)열심히 발표 중인 이혜원 강사(11.25)



특명!! 지진과 친구하기!

대국민 지진교육은 올해 처음 실시되었다. 지진과 지진

해일에 의한 재해 및 재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진

분야전문가들을활용한맞춤형교육으로국민들에게지진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안전의식 강화에 교육의 목표를 두고 약

8개월간지역별찾아가는지진교육을하였다. 지방기상청과

기상대에 근무하고 계신 지진교육 담당자 분들의 도움으로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지역별로 교육 프로그램이 알차게

계획되었으며지진해일의위험에가장노출되어있는울릉도

까지교육을진행할수있었다.  

사업 계획 수립부터 교육 후 마무리하기까지 진행되면서

나의 역량도 같이 성장한 것 같다. 대학에서 기상학을 전공하고 기상기후아카데미에서 기상에 관한 교육

활동을해왔지만지진이라는분야에대해서는잘알지못하였기에커다란부담감으로다가왔던것이사실

이다. 하지만지진에대해학습한다는마음으로지진과의만남이시작되었다. 

기획을 할 때는 교육프로그램 구성과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사업을멋지게마무리하기바라며...

지진교육의 주인공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전국의 강사단이라는 생각에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교육의 횟수가 많지않아 강사단 한명에게 돌아가는 교육활동은 1∼2회

정도에그쳤지만너무나훌륭하게강의준비를해오신강사분들의모습에서더욱열심히해야겠다는생각이

들었다.

그날을꿈꾸며...한걸음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 박순영

대국민 지진교육Focus 3

<울릉도 교육을 위해 묵호항에서. 2012.09.13.>



지진. 지구의 숨소리일뿐...두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부담으로 느껴졌던 교육이 한 회,

한 회 거듭될수록 점점 소중하게 느껴졌다.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다 보면, 지진교육을

해야하는필요성과얼마나중요한일을하고

있는지 느끼게 해줬다. 친구들이 설문지에

또박또박 적어준 하고 싶은 말과 느낀 점을

보다보면더욱그마음이커진다. 

지진교육은처음이라는친구들... “그냥땅이

흔들리는게 지진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진이 일어

났을 때 침착하게 오늘 배운 것을 실천 해야

겠다”라고한다. 

비록 2시간이라는짧은시간은지진과지구의

움직임그리고신속하게대처만한다면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중한 시간

이었다.

대국민지진교육은약 3,000여명친구들에게지진교육을하는정도로마무리되었지만, “엄마, 아빠한테도

가르쳐 줘야겠어요”라고 친구들이 적어준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님에게도 전파교육이 되었을거라

생각된다. 지진교육의 효과는 정량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릴 때부터 받는 교육의 효과는 매우

클것이다. “지진에대해열심히공부해야겠어요”, “지진에대해앞으로관심을가져야겠어요”, “다른학생

들에게도 이 교육을 통해 지진을 대피하는 법을 많이 알려주세요”친구들이 적어준 설문지에서도 교육의

필요성은충분히달성되었을것이다. 

올해 교육을 정리하는 이 시점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부족한 부분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아쉬웠던 순간순간이 머릿속에 남는다. 하지만

지진이 다른 나라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관심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하나의 수확만으로도 한 발짝 내딛었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사업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알찬 교육이

되도록노력하고싶다. 

<광주과학축전에서.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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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교실포커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까?’항상 배움을 받아온 학생의 입장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선생의 입장이 된다는 것이 어색하고 쑥스럽기도 하며 또 어렵게만 느껴졌다. 2012년 5월 31일에서

6월 1일까지 이틀 동안 기상청 주관 대국민 지진교육 강사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 워크숍에서 강사 스킬

등을 배울 수 있었고, 발대식을 통해 일종의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까지 가지게 되었다. 지진 교실의 참여

일원으로서 진정한 시작은 이때부터라는 생각을 해본다.

보슬비가내리던 6월 27일, 울산약수초등학교에서지진교실을진행하게되었다. 

첫수업에대한부담감과긴장감때문에시작보다한시간이나일찍도착하여, 준비해온내용을

반복하여읽고정리하면서긴장을풀었다. 수업시작직전, 약수초등학교교장선생님을포함한

선생님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인상적으로 기억된다. 지구과학에대한적극적인관심과

함께판구조론, 지진에관련된다양한질문을하셨다. 대화를통해많은사람들이지구와자연

현상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정보가 제공되는 루트는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 이번

지진교실은지구및자연현상에대한정보를많은사람들에게전달할수있는유익한기회가

되리라. 

약수초등학교 2, 3학년 40여명앞에서간단한소개와인사를나눈뒤에본격적인수업이시작

되었다. 프리젠테이션을이용한설명그리고질의응답형식으로진행된지진교실. 간단한그림과

함께지진에대한정의를전달했고, 잘전달되었는지를확인하기위해질문을던졌다.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으면서 학생들과 더욱 친근한 분위기에서 어려운 지진, 지진해일에

대한이야기를풀어나갔다. 또한지진의영향력을설명하기위해서지진이일어난지역의사진

들을 보여주었고, 명확한 용어를 구분하기 위해 규모와 진도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지진의 발생메커니즘인 판구조론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지구과학 정보도 전달할 수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석사과정 김은미

대국민 지진교육Focu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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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특히교육중간중간에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

에서 마련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었을 때 학생들의

관심과집중을높일수있었고, 그를통해지진발생시

행동요령및위험상황대처방법등을상세하게전달할

수있었다.

지진교실의이론적설명이끝나고학생들을대상으로‘지구본만들기’와‘매직큐브만들기’의실습을

진행하였다. 

‘지구본 만들기’는 세계지도 위에 각 지진의 발생 위치와 규모가 표시되어 있는 종이를 접어서

지구본을만드는것이고, ‘매직큐브만들기’는자석으로이루어진육면체에‘지진발생시행동요령과

대처법’이그려진스티커를붙이면서여러방향으로조작가능한큐브를만드는것이었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을 높일 수 있는 이와 같은 교구가 더욱 다양화되고 정밀화되면

양질의교육에큰도움이되리라고생각한다. 

특히매직큐브는일회성에그치지않고, 완성된큐브를학교나가정에서가지고놀수있기때문에

활용도도높고교육의효과도길게지속될수있을것이다.

‘지구본만들기’는세계지도위에각지진발생위치와

규모가표시되어있는종이를접어서지구본을만드는

것이고, ‘매직큐브 만들기’는 자석으로 이루어진 육면

체에‘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과 대처법’이 그려진

스티커를붙이면서여러방향으로조작가능한큐브를

만드는것이었다. 



40여명의학생들을 2시간동안집중시키는것은여간힘든일이아니었다. 다행히선생님들과한국

기상기후아카데미 직원들이 도와주었지만,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또 지원인력은 교육

대상자에따라달라져야하며, 저학년의경우에는만들기에더많은시간이소모되므로지원인력도

더많이투입되어야한다. 

실제로강의를진행해보니, 초등학교저학년과고학년의이해정도는꽤달랐다. 이론적인강의내용은

저학년보다고학년에게전달이잘되었고, ‘매직큐브’등만들기도고학년사이에서완성도가높았다.

따라서연령대에맞는교육내용과교구재개발이추가적으로필요하다. 

또한 고학년 대상으로 진행된 지진체험교실의 기회가 저학년에게도 제공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론및교구재만들기를통한교육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 체험관방문을통한지진규모에

따른흔들림을직접체험하는기회는쉽게주어지지않을뿐더러그교육효과도훨씬크기때문이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가르쳤던 교육자의 길을 돌이켜보면, 부족한 준비, 지나친 긴장감, 서투른 실력,

어느하나아쉽지않은것이없다. 그러나올해처음으로실시된기상청의대국민지진교육이계속

되리라고생각하기에, 또다른기회가나에게주어질것으로기대한다. 첫출발을의미있게기억하며,

지진교실의무궁한발전에많은기대와함께응원을보낸다.

대국민 지진교육Focu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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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문special contribution

정책과법률
- 행정과법령활용 -

주변의 일부 공무원들은 업무도 열심히 하지만 또 시간을 쪼개서 노인이나 고아와 같은

사회적약자들을직접찾아가서봉사활동을하는것을본다. 곧합류해야겠다는생각을하곤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공직자의 업무는 그 자체가 사회봉사활동이다. 왜냐하면

공직자가 일을 하고 받는 것은 크게 볼 때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공직자가 업무에 열성을

쏟아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이를 사회봉사활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공직이란정말훌륭한직업이될수있는것이아닐까?

정책이란 행정에 있어서 방향을 지시하는 굵은 선이다. 상당히 길고 넓은 대로에 해당

한다. 정책을결정하는것은국가와도시를설계함에있어서대로를건설하는것이다. 어디서

어디를거쳐서어디로향하게놓을것인가를결정하는일이다.    

정책과관련하여법률의의미는대로의건설계획을주민들, 시민들그리고국민들과협의를

거쳐서확정한다는의미일것이다. 협의과정에서당초의생각과조금다르게될수도있다.

광범위한협의과정에서보다좋은아이디어, 보다훌륭한생각, 미쳐생각하지못했던사실과

정보또는이미알고있었던사실이라고하더라도그중요성에대한인식을달리하게하는

정보들이쏟아져들어오기때문이다.

뭔가중요한제도를실시하려면예산도많이들고인력도추가로필요할수있다. 이런경우

법률은 국회에 대하여 특정한 정책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전

교감을 나누는 절차로서의 의미도 있다. 예산 승인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이러한법률을준비하는과정에서정부내예산부서와이사업의필요

성과예산지출의타당성등에대해서충분한사전설명과동의를얻는과정이따를것이다.

이점은인력이추가로필요한사업과정책이법령에담길때조직과인력을담당하는부서

와도충분한공감과협의가필요다는면에서마찬가지이다. 

사실 예산과 인력에 관한 부분은 법률의 본질은 아니다. 예산과 인력은 법률과 반드시

법제처 법제관 남창국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있기때문에미리언급한것이다. 사실법률을만들어

야만 하는 이유의 본질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평등권, 직업의자유등과같은국민

들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일도 생기며, 일정한 대상자들

에게등록·신고의의무나각종경제적의무등을부과할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은 주권자인 국민들을 대표한

사람들의 모임인 국회의 미리 법률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헌법에서그렇게하라고정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로

새롭고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하나라도포함되어있으면법률이반드시필요한것이다.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과 인력·조직이 중요하며, 기본권제한이나 의무부과에 대한

국회의 사전허락도 중요하다. 그런데‘입법’의 의미 속에는 사실 알고 보면 이 못지않게

중요한또다른의미가포함되어있다. 지금부터그깊은속뜻이무엇인지언뜻내보이고자

한다. 어느책에서도어느글에서도그리고아직누구도이에관하여자세히언급한내용을

본적이없어서아마동의하지않을사람도있을것같다. 그래서그냥지나가는말로언뜻

비추기만하려고한다. 

각 부·처·청은 하나의 조직체이다. 이들 조직체는 마치 인간과 같이 왕성하게 일할

때도있고좀지쳐서움츠러들때도있으며, 어떨때는형평성의가치를매우존중할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효율성의 가치를 더 높이 살 때도 있으며, 특히 역점을 두는 정책이

수시로바뀌기도하는등어떤정책을장기적으로일관되게추진하지않을가능성이상당히

특별 기고문special contribution

정책이란 행정에 있어서 방향을

지시하는 굵은 선이다. 상당히

길고 넓은 대로에 해당한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와

도시를 설계함에 있어서 대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어디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향하게 놓을 것

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을 법령으로 규정해 둘 경우 이런

가변성으로인한비효율은어느정도방지할수있다. 법령은일정한

정책에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관심과자원을투입하게하는기능을

한다고 보인다. 법령에 담아진 정책들은 그 조직에 현재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만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주위의 많은 관련 단체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 조직 뿐 아니라 관련

되는 조직과 단체의 구성원 등 조직 그 자체와 그를 둘러싼 환경의

변동에따른정책의시간적가변성을어느정도극복하게하는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법령에 표시된 정책은 개인의

생각보다더존중받게되는것이며보다안정적인결정으로존중받는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령을 만들 때는 조금 더 비운 마음으로, 비 전문가들의 의견, 정치인

들의 의견, 예산·조직·법 담당부서들의 의견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귀를 열고

들으면서정책을다듬고정치화시켜나감이필요한것이다.     

법령을입안하는것은입법권의핵심기능을하는것이다. 행정공무원들이이러한일을

하는때에는그공무원은입법권과행정권을손에쥐고있는것이다. 그리고법령을입안

할때법제처와상의하는것은최악의상황일때해당법령을사전에해석해보는작업을

포함하고 있다. 법해석까지 미리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즉 입법, 행정 및 사법의 3권을

모두한손에쥐고일을하는경우가된다. 예전의원님의마음으로법령을입안하지않을

수없는이유이다. 공무원으로서일하는것만으로도그자체가사회봉사활동이라고모두에

강변을 했지만 법령을 입안하는 작업은 그야말로 그 조직에서 일시적으로 일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남을 일을 하는 것이다. 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다. 몸을 던져서

할만한일인것이다. 

법령을정성껏만들어두면그후일하기가쉬워진다. 법집행에관한질문을하는전화가

적어진다. 애매한 법령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는 일이 적어지며 일의 지체가 거의 없어

진다. 생산성이높아진다. 부정의소지도거의없어진다. 제도가빨리정착되며더욱발전

할수있는바탕이된다. 혹시법령을만들일이있을때는법제처와친해지면이모든것이

잘 풀릴 수 있다. 각 부처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일반 공익과 잘 형량을 하면서 일을 추진

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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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활동과기후변화

기상청 기후변화감시센터 신임철

현재기상청에서관측한우리나라의이산화탄소농도는 395ppm 이다. 지구 46억년

역사동안 약 90% 이상은 지금보다 기온이 높았으며, 이산화탄소 농도 또한 지구

역사 대부분 1,000ppm 이상이었다. 심지어 공룡이 번창하던 약 1억년전, 이산화

탄소농도는 3,000ppm이넘었다. 이때이산화탄소는어디에서왔는가? 거의대부분

해저 화산활동에 의해 방출된 이산화탄소 때문에(Kennett,1982),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높았고, 그로인해대기온도도지금보다훨씬높았다. 사실긴시간의개념에서

보면, 지구 46억년 역사 동안 현재처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은 적도 드물었다.

남극의빙하코어자료에의하면, 지난 100만년간이산화탄소의농도가 300ppm 이하로

낮았는데, 이 100만년이란시간단위는지구역사의 1/4500에해당하는짧은기간이다.

그외대부분시간동안이산화탄소농도는 1,000ppm 이상이었다.

현재우리는이산화탄소의농도증가와이로인한기후변화를염려하고있다. 그러면

기후는 왜 변할까? 기후변화의 원인에는 (1)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변화(그림 1)와화산활동등의자연적인변화와 (2) 인간활동에의한온실

가스배출등이있다. 자연적인원인이든, 인위적인원인이든이산화탄소농도증가와

지구온도상승은직접적인상관성이있다(Retallack, 2001).

특별 기고문special contribution



현재 지구상에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올까? 

이산화탄소의 근원지는 (1) 바다 밑의 화산활동, (2) 플랑크톤의 호흡, (3) 바다 속 생물체의

용해, (4) 육상암석의풍화작용, (5) 바다속의흙(퇴적물), (6) 인간의화석연료사용등다양하다. 

그러면이산화탄소를가장많이배출하는바다밑의화산활동에대해서살펴보자. 바다마다

깊이가약간씩다르지만, 해수면으로부터약 5000m 아래는해저화산활동에의해서마그마가

끊임없이 지구내부(맨틀)에서부터 중앙해령으로 올라오고 있다(그림 2). 중앙해령은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의중앙부에놓여있는데(태평양의정중앙부는아님), 그길이는약 80,000km에

이른다. 다시 말해 맨틀에서 시작된 마그마가 해양 밑바닥에 위치한 80,000km 연장선상의

중앙 해령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때 마그마의 온도는 평균 1,000℃ 정도이다(kennett,

1982). 즉, 바다 밑바닥은 갈라져있으며 갈라진 틈세(폭이 30~50km 정도)로 뜨거운 마그마가

흘러나온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마그마 속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있다는 사실

이다. 쉬운 예로 제주도의 거무칙칙한 암석을 생각해 보자. 암석 표면에 구멍이 많이 뚫어져

있는데, 원래는구멍속에이산화탄소등기체가포함되어있었으나지구내부에있던마그마가

대기중에노출되면서기체가빠져나간자리이다. 

지구역사상판의움직이는속도와맨틀(땅속)에서올라오는마그마의양은일정하지않았다

(Kennett, 1982). 과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판의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내부로부터 물속에 많이 방출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현재 얼마나

많은양의이산화탄소가지구내부로부터나오는지, 또한이가대기와해양의상호작용에의해

대기의이산화탄소농도에미치는지는아는게없다.

바다속의퇴적물속에는생물체가묻혀있다. 생물체의살(조직)부분은탄소로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 탄소가 물 분자(H2O)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현재 판의 움직임이 빨라

지고 있음은해양퇴적물을교란시켜퇴적물속에함유된이산화탄소(메탄도적용됨)가물속에

방출되어대기중의이산화탄소의농도를높일수있음을의미한다. 

수억톤의마그마가지구내부로부터표층으로이동하고있으며마그마속에함유된이산화

탄소가기후변화에영향을미친다(Michael, 2002). 화산활동중육상에서일어나는화산활동은

수 년~수백 년(주로 10년 정도) 규모의 기후변동성에 영향을 미친다. 육상에서 일어나는

화산활동의규모는온도변동폭의빈도수와강도를통제한다(Briffa et al., 1998).    

긴시간의관점에서바라보면지난 600년간특히북반구에서온도가낮았는데, 주원인이화산

활동때문이다(Briffa et al., 1998). 특히화산활동은단기간(수년)의지구온도하강을초래한다.

예를들어, 1453년,  1601년, 1641/1642년, 1666년, 1695년, 1698년, 1814년에북반구에서나타난

급격한온도하강은화산활동때문이었다(Briffa et al., 1998). 특히약 400년전, 전지구적인냉각

현상이수년간지속되었으며, 이또한화산활동이주요인이었다. 이러한단기간의한파는나이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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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구의 엔진인 태양 그림 2. 지구의 엔진인 바다 밑의 중앙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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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와도잘일치한다(Schimmelmann et al., 1998).

우리에게잘알려진필리핀피나투보화산의예를들어보자. 피나투보화산은 1991년에분출

하였으며, 직경약 500km 에이르는버섯모양의화산재를형성하였다. 이러한화산재는 20km

상공까지도달하였으며일부화산재는 35~40km 까지도달하기도하였다. 이로인하여 1992년

여름 대기의 온도는 평년보다 약 2℃ 낮았으며, 연 평균 기온은 약 0.2~0.7℃ 감소했다. 또한

화산폭발에의해형성된황산염에어러솔이성층권하부까지도달해인간에의해형성된염소와

결합하여오존을파괴하기도하였다(Bourassa et al., 2012).    

요약하면지구는지구내부(맨틀)에서발생하는열과태양에서발생하는열을동시에받으며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살고있는거대한땅덩어리(판)도움직이고있으며, 이를움직이게하는

에너지는지구내부의방사성동위원소붕괴에의해발생하는열이다. 또한현재태양의밝기가

변하고있으며, 판이움직이고속도도빨라지고있다.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판은 1년에 약

2~15cm 정도 움직이는데,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말이다.이로인하여지구내부에있던

이산화탄소가해수속에많이배출되고, 지진활동또한과거에비해활발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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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CTBTO MoU

기상청은 10월 31일, 지진해일의 공동대응과 국제협력을 위하여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기구(CTBTO)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기상청은 한반도

주변 7개관측소자료를공유할수있게되어, 한반도인근및아시아에서일어난

대규모지진과지진해일분석정확도를향상시킬수있다.

※러시아 3소, 일본 1소, 태국 1소, 몽골 1소, 카지스탄 1소

한-인도네시아 MoU

기상청은 9월 6일, 인도네시아 기상청과 MoU를 체결하였고, 특히 수치예보,

기후, 관측, 지진 분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인도네시아

는 자연재해 중 지진(지진해일)에 의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30% 이상을 차지

하는 국가로, 2004년 인도양 지진해일 이후 선진국으로부터 지진·지진해일

관측장비 및 분석시스템을 제공받아 지진/쓰나미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여 활용

하고 있다.

진정책발전 토론회 개최

- 지진 세유전국 및 소통한마당

기상청은 5월 7~8일, 지진영토확장을 위해 지진업무를 보다 세련되고 유연하며

전문적이고국제적인감각을가지고추진하기위한소통의장을마련했다. 

학계, 산업계, 연구계의 84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자유로운 토론과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여러 가지 창의적 아이디어가 도출되었고, 지진구성원들간 인적

네트워크도형성되었다.

2012년 대국민 지진교육, 강사요원 구성

기상청은 올해 처음으로「대국민 지진교육」을 실시하였다. 5월 31일~6월 1일,

대전에서 열린“강사요원 워크숍”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강사들의 발대식과 함께

강사스킬및교구재활용에대한교육이있었다.

이번 대국민 지진교육에서 여러 가지 교구재(만들기 3종, 실험보고서 1종, 교육용

만화 1종)가 개발되었고, 총 2,910명(43회)이 참여하였다. 지진교실, 지진체험

교실, 과학축전, 교사과정 등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된 대국민 지진교육은 교육

효과가 큰저학년대상체험위주로진행되었으며. 2013년에도계속될예정이다.

 

PHOTO NEWS사진으로보는기상청지진주요뉴스 2012



「지진조기경보 전용 통보시스템」전문가 워크숍 개최

기상청은 7월 19일, 「지진조기경보 전용 통보시스템 설계」용역사업 중간보고회와

함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약 40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선문대

이연교수, 재난안전교육협회 임성률 사무처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용태 박사,

삼성방재연구소 이호준 박사가 전문가로 초청되어 지진조기경보체계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방송사 재난방송시스템 운영 현황, 지진조기경보 전용통보시스템

적용 방안, 지진조기경보서비스의 선진사례 분석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이어

졌다.

지진산업 발전 포럼 개최

기상청은 9월 11일, 국내 지진산업 기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지진산업발전포럼을

개최하였다. 산·학·연 약 80명이 모인 자리에서 선진국의 지진산업 및 지진보험

현황, 지진장비 국내시장 수요현황 및 전망, 지진관측장비 규격고시 및 검정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후 패널토의에서 지진장비 국산화, 지진

서비스 확대, 수출전략 등을 통해 지진산업체 지원 육성 기반마련 및 효율적인

지진산업진흥정책방향에대한토의를하였다.

지구자기관측 발전 워크숍 개최

기상청은 10월 25일, 대전광역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지구자기 분야의 국내외

유관기관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제4차 지구자기관측 발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기상청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충남대학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인터마그넷 운영위원장 등이

참가하여‘청양 지구자기 관측소 운영 현황 및 측정자료 분석’,‘우주전파센터의

지구자기장 관측 및 우주환경 예보’,‘일본기상청의 지자기 관측’등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자료공유및표준화방안, 장기로드맵의필요성등에대한토의를하였다.

동아시아 국제 지진세미나 개최

기상청은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에서 제2차 동아시아 지진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중·일을 포함하여 지진전문가 116명이 참석하였고, 지진, 지진

해일, 화산의 3개세션에서각각발표(3~6개)와토의가진행되었다.

P H O T O  N E W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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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개최

기상청은 5월 29일, 11월 9일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지진관측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관측자료의 공유 및 활용에 대

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이 협의회는 지난 2009년부터 구성되었으며, 기상청 지

진관리관을 위원장으로 지정하고, 국립해양조사원,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

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참여하고있다.

백두산 화산관련 관계부처 추진기획단 회의

기상청은 7월 30일, 부처 간 백두산 대응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제5차 백두산 화산관련 관계부처 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번 회의에서는 기상청의 백두산 화산분화 신시나리오를 제시하였고, 소방방재청

의 대형화산폭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소개되었다. 또한 향후 백두산 화산대응

협력방안에 대하여 추진기획단의 운영 방안 및 다부처 공동 연구과제 추진의 필

요성이 논의되었다. 백두산 화산관련 관계부처 추진기획단은 2010년에 구성되

어, 현재 기상청,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

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립기상연구소가참여하고있다.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1차 구축

기상청은 11월 30일, 지진자료와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및관리하고종합적으로

제공하기위한정보인프라,“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1차년도구축을완료하였다. 

1차년도에는 지진자료의 통합데이터베이스 및 서비스를 위한 포털이 구축되었고,

유관기관 관측자료 수집 및 연계를 위한 기능이 개발되었다. 또한, 유관기관과 연

구기관, 대학 등에서 원시 지진파형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웹

포탈이개발되어, 2013년 1월중에서비스될예정이다.

본시스템은 2014년에완공되어국가지진조기경보체계를지원할예정이다.

스마트폰 활용, 지진정보 제공 및 유감지진 신고 수집

기상청은 11월 17일, 신속한 지진정보의 전파체계 구축을 위해 지진정보를 제공

받고 제보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였다. 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지진이 발생했을 시 자동으로 알람 및 화면표시로 알려주며, 또한 자신이 느낀

지진과피해내용을기상청에제보할수있다.

“지진정보알리미”어플리케이션은 2013년에 대국민 서비스될 예정이며, 안드로이

드기반폰과아이폰에서무료로다운받을수있다.

P H O T O  N E W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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