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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 우리 사회의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여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청은 기상과 지진에 대한 방재기관으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대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지진·지진해일·화산은 사전 예측이 어렵고, 한번 발생

하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가져옵니다. 올해 4월에는 기상청이 지진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래 네 번째로 큰, 규모 5.1의 지진이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해역에서 발생 

하였습니다. 이 지진은 수도권 일대에서도 진동이 감지되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였

습니다. 또한,  9월에는 경주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하여 인근 원전부지의 지진 안정성이 

집중 조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상청은 지진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진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은 기상청 지진업무 발전에 있어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태 위원님(대표발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지진·

고 윤 화 기상청장

발간사Presidentﾕs Message

「2014 지구물리 발전 포럼」 개최

기상청은 6월 3일, 국가 지구물리 관측체계 구현 및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지구물리 발전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구물리 현황 및 발전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지 구 물 리  관 측 기 관 들 은  지 구 물 리  관 측 자 료 를  총 괄  관 리 할 

국가기관으로서 기상청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측기관 간 중복관측 

방지 및 자료 공유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일치하였다. 이를 위해 

관측기관 간 관측자료 표준화 등에 관한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백두산 화산·지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기상청은 8월 22일, 백두산 화산 분화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백두산 

화산·지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화산전문가들은 

백두산이 우리 영토가 아니므로 관측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기상청이 중국지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관측자료를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백두산 화산 연구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의 장기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중국 

연구자 간 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개최

기상청은 3회에 걸쳐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관측기관들은 관측기관협의회를 기존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 

운영하여 관측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였다. 지진관측기관협의회에서는 

지진관측자료 공유 방안,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제3차 회의에서는 경주·영흥지진 발생에 따른 

원전부지의 지진안전성과 주변지역 지진 공동감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제10차 한·중 지진과학 기술협력회의 개최

기상청은 11월17일∼20일, 중국 난징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중 

지진과학기술협력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지진 및 

화산자료·정보 공유체제 구축 등 4개의 의제에 합의하였다. 백두산 

화산활동에 대한 감시기반 조성과 연구 강화를 위한 백두산 화산활동 

관측자료 공유 및 서해해역 지진 발생 대비 지진관측자료 공유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양국의 지진·화산 전문가 간 공동연구를 위한 인적 

교류 등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추진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사진으로 보는 2014년 기상청 지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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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기상청-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간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양 기관 간 지진업무협력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하여 국민안전과 사회적 편익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기상청은 2015년부터 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지진은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여 가장 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속한 지진정보 생산과 

전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상청은 2015년 지진 발생 후 50초 이내, 2020년 지진발생 

후 10초 이내 지진조기경보 발령을 목표로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청은 빅데이터인 지진정보의 적극적인 공개·개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진분야의 발전을 위해 창간된 「지진포커스」는 올해로 다섯 번째 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진포커스」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국가지진정책을 공유하고, 지진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토론의 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관·학·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고 지진 현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진 정책·연구·산업 주체 간 융합과 상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기상청은 국가지진업무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지진포커스」가 지진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지진방재 및 연구 활동 등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  12.

  기상청장   고   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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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Column

2007년 1월 20일 저녁 8시 56분, 오대산 일대에

서 매우 강한 진동과 함께 지진이 발생하였다. 당

시, 기상청은 2분 만에 지진속보를 발표하면서 언

론사와 TV 자막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정보를 전

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실제 공식적인 재

난방송사인 KBS를 통한 자막방송은 12분이 경과 

한 후에서야 가능했고, 그 방송 내용도 강원도 일

대에서 지진동이 감지되었다는 단순한 정보로 한

정되었다. 

오대산 지진을 계기로 소방방재청에서는 지진

대응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의 신속한 제공 요

구가 있었고, 언론사 등에서는 지진정보의 신속

한 대국민 서비스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필

요성을 절감하고 본격적으로 지진조기경보서비

스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2009년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지진대응체계 고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2015년부터는 지진관측 후 50초 이내, 2020년

부터는 지진관측 후 10초 이내에 지진조기경보 

발표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진·지진해

일·화산의 관측·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

과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여 대

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고 관련 업무의 원활

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지진관측법)”이 

’14년 1월 제정되어 ’15년 1월 22일부터 본격적으

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진관측법 제14조(지

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에 의해 기상청의 지

진조기경보서비스는 법적 의무로써 강화되었다. 

 그동안 기상청은 2015년부터 지진관측 후 50초 

이내에 지진조기경보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진 관측과 분석, 통보 과정에서 소

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기대할 만한 성과가 있었

다. 미국, 이탈리아, 대만 등의 지진조기분석 알고

지진조기경보서비스의 

시행과 과제
기상청 지진관리관 양진관

강원도 오대산지진(’07.1.20. 규모 4.8) 사례

시각 경과시간 내 용 비고

20시 56분 0 지진 발생

20시 58분 2분 지진속보 발표

*네티즌들 사이에서   

 지진 여부에 대한 

 의견교환 급증

21시 03분 7분 지진통보 발표

21시 08분 12분 KBS2, SBS 자막 방송

21시 11분 15분 KBS1, ‘뉴스9’ 방송



리즘 도입으로 기존의 P파와 S파를 모두 사용하

여 지진발생 위치와 크기를 분석하던 방식에 비

해 P파만으로도 20~30초 이내에 양호한 정확도의 

지진분석 결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지진조기분석 정보는 전용 통보시스템

을 통해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직

접 전달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대응시스템과 주요 방송사의 자동자막

송출시스템을 통해 TV, DMB 등으로 알릴 수 있

게 되었다. 또한, 지진파가 지진관측소까지 도달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20

년까지 총 314개소의 지진관측소 확보가 요구되

는데, 2013년까지 기상청은 127개소의 지진관측

소를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연구원 등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기관의 지진관측망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그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

록 노력하고 있다. 

지진관측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5년 1월 

22일부터 기상청은 국가지진조기경보 1단계 서비

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진조기경보의 가장 중

요한 역할은 신속·정확한 지진정보 제공이다. 

기상청은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 추진을 통해 기

존의 지진속보(2분 이내)를 50초 이내의 지진조

기경보로 개선할 것이다. 그러나 지진속보를 통

해 각 시도에서 지진동이 감지되었다는 단순 정

보를 제공하던 것과 달리, 지진조기경보를 통해 

지진 발생시각과 위치, 규모가 포함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기상청

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

해 지진조기분석시스템 

최적화와 실시간 시험운

영을 실시하였으며, 의

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험운

영 기간의 부족과 그 기

간 동안 다양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다. 불확실한 지진정보의 전파는 관련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

는 요소이며,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기관의 초기 대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지진정확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보

완과 다양한 지진발생 조건(발생 크기, 지역 등)

에서의 조기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확성에 대한 충분한 신뢰도

를 확보하기까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지진조

기경보 1단계 서비스를 처음부터 신속성과 정확

성을 동시에 만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5년 한 해 동안

은 정확성 보다는 효율적인 지진대응을 위해 신

속한 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난관리책임기

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지진속보·통보 발표에 비해 소요

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크게 요구되는 만큼 기

상청 자체적으로도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

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므로 시범운영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기상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의 궁극적인 목표는 2020년까

지 지진관측 후 10초 이내에 

경보를 일반 국민에게까지 즉

시 전파 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진조기경보 1단계 

서비스는 그 과정의 일부이며, 

2단계 서비스 목표달성에 필요

한 기술개발과 인프라를 확보

해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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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은 지진조기경보 1단계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1보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2보로 구분하여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중

이다. 지진조기경보 1보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심으로 지진조기분석 결과가 생산되는 즉시 전달

하고, 지진조기경보 2보는 그 분석 결과의 정확도

를 확인한 후 국민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방송

통신위원회), 방송사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지진

재난 대응 지원과 대국민 TV 자막방송이 송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재난관리책임

기관과의 시범운영을 통해 기상청은 지진조기경

보체제 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감으로

써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2020년까지 지진관측 후 10초 이내에 

경보를  일반  국민에게까지  즉시  전파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진조기경보 1단계 

서비스는 그 과정의 일부이며, 2단계 서비스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인프라를 

확보해가고 있는 것이다. 

지진조기경보 2단계 서비스는 더욱더 수준 높

은 기술력과 충분한 인프라가 요구된다. 다수

의 지진관측소의 P파 정보를 이용하는 현재의 

분석기술과 달리 1~2개 지진관측소만을 이용한 

On-site 개념의 정확한 분석기술이 필요할 것이

며, 지진발생 즉시 지진파를 관측할 수 있는 지진

관측망 확보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내년

부터 지진조기경보 1단계 서비스를 통해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

해 안정적인 지진조기경보체계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활용해야 한다. 

 더불어 지진조기경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

감대를 형성하고 일반인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7년 긴

급지진속보에 의한 조기경보를 대국민에게까지 

확대 시행하기 이전에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인지

도와 이해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되는 긴급지진속보는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

서 쉽게 정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의 지진조기경보서비스가 아무리 신속·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그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없

는 만큼 홍보와 교육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를 통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조직 확

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는 2020년까

지 지진조기경보 2단계 서비스 시행이 가능하도

록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 관련 기술 개발과 인

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동안 기상청은 지진조기분석을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과 활용, 유관기관과의 자료 공동 활용, 

지진관측망의 확충과 관측자료의 품질 개선을 위

해 많은 노력을 다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5년부터 기상청은 지

진조기경보 1단계 서비스를 통해 한 단계 발전된 모

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기상청만의 발전

이 아니라 지진조기경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칼럼Column



    2014년 한반도 지진 
       어떻게 볼 것인가?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홍태경

명종 1년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동쪽에서부터 서

쪽으로 갔으며 한참 뒤에 그쳤다. 처음에는 소리가 약한 천둥 같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집채가 모

두 흔들리고 담과 벽이 흔들려 무너졌다. 신시(申時)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 이 기록은 한반도에 강력

한 지진이 있었고, 수차례 여진이 거듭하였음을 지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지진은 조선왕조실

록에만 수차례 기록되어 있다. 이들 지진 중에는 규모 7.0에 육박하는 지진으로 평가되는 지진들도 포

함되어 있다. 이러한 강력한 지진은 조선시대 뿐 아니라,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역사 기록물에도 발견

된다. 

 특히 서기 779년 삼국사기 기록에는 지진으로 경주 지역에서 100명이 넘는 인명피해 기록이 남아 

있다. 한반도 내의 강진 기록은 근대적 지진관측기록에도 확인되며, 1953년 평양인근 강서지역에서 발

생한 지진의 규모는 6.3에 이른다. 이 지진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인접 국가 지진계에 잘 기록되었

다. 이러한 강진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지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부터 기상청 주도의 지진 관측이 시작되었다. 이 지진 관측기록을 보면, 한

반도에서는 매년 일정한 지진 발생빈도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지진 발생빈도는 2011년 3월 11일 

규모 9.0 동일본 대지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다. 또한, 매우 규칙적인 지진 빈발기와 소강기를 

반복하며, 지진이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그림 1). 동일본 대지진 직후부터 45일간 규모 2.5 이상의 

지진이 총 9차례의 한반도에서 발생하였다가, 바로 이어진 33일 동안은 규모 2.5 이상의 지진이 한 차

례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후 133일간 총 32차례 발생하고, 이어진 134일간은 4차례로 매우 적은 숫자

의 지진이 발생한다. 또한 이어진 222일간은 총 25차례 발생하고, 그 이후 205일간은 6차례 발생하고, 

다시 243일간 총 47회 발생하고, 이어진 103일간은 5회 발생하는 등 지진 빈발기와 소강기가 반복적으

로 관측된다. 현재는 지진 발생 소강기에 해당되는 시기이며, 이 시기가 향후 얼마나 지속될지는 한반

도에 작용하는 배경 응력장의 동일본 대지진 이전의 응력장으로의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 동일본 대지

지진·지진해일·화산Focu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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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후의 한반도 지진 발생의 또 다른 

특징은 해역지역의 지진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1995년부터 동

일본 대지진 전까지의 한반도 지진은 

해역과 육상의 지진이 50.7% : 49.3%

로 엇비슷하게 발생하다가, 동일본 

대지진 후 72.6% : 27.4% 로 해역지

진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3년에 서해 백령도와 보령 인근 

해역에서 집중적인 지진 발생이 보고

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규모 4.9 

이상의 지진이 3차례 연거푸 서해 해역에서 발생하는 등 우려스러운 지진 발생을 보여 왔다. 이러한 해

역 지진의 가파른 증가는 동일본 대지진 후 동일본 대지진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일본 대지진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동일본 대지진 직

후 발생한 강력한 지진파의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이동에 따른 

효과이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과 함께 발달한 강력한 지진파는 수 분만에 한반도에 도달했다. 이 강력

한 지진파는 한반도 지각내의 응력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여러 유발지진(triggered 

earthquake)을 연쇄적으로 발생시켰다. 강지진동에 의한 유발지진 발생은 매질내의 임계 응력 값의 감

소를 가져왔고, 유발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질의 약화를 가져왔다. 또한, 강력한 지진파 전

파와 함께, 한반도는 동일본 대지진의 진앙 방향으로 동쪽 해안 지역에서는 약 5cm, 서쪽 해안 지역에

서는 1cm 이동하였다. 이러한 차별적인 이동은 한반도 내에 일시적인 장력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 장

력 환경은 한반도에 본래 작용하던 압축력 환경을 일시에 완화시키며, 매질 공극 내에 있던 물의 이동

을 순조롭게 한다. 공극 내 물의 이동은 공극압 증가를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매질이 견딜 수 있는 임계 

응력 값의 저하를 가속화 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한반도의 배경 응력장은 동일본 대지진 전의 배

경 응력장으로 조금씩 회복되면서 지각 내에 쌓이는 배경 응력장의 효과에 의해 지진이 증가한다. 이

때, 배경 응력장은 한반도 전역에서 증가하므로 지각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며, 

이러한 응력의 풀림과 쌓임의 반복으로 지진은 빈발기와 소강기를 반복하며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특히, 물에 의한 공급압 증가가 비교적 용이한 해양지역에서 보다 많은 지진이 예상되며, 이는 동

일본 대지진 후 해역 지진의 압도적 증가를 잘 설명해 준다. 동일본 대지진 후의 이러한 지진 발생률 

증가는 배경 응력장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동일본 대지진 후 시간에 따른 누적 지진 발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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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지진 후 보이는 여러 지진 발생 특징은 지진재해적 측면에서 여러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

지 보고된 다양한 연구에 의하면 한반도에는 조선시대에만 수차례의 규모 7에 육박하는 지진이 발생

했다. 이러한 강진은 한반도 계기지진 관측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1978년 이후로 아직까지 발생한 바 

없다. 지역별 발생 가능한 지진의 규모가 매질의 특성과 응력 환경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고유하게 결정

되고, 1953년 강서지진의 예에서 보듯이 중대형 지진의 발생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 배경 응

력장과 매질 특성이 유지되는 한, 지진은 주기성을 띈다. 하지만, 다양한 지진 유발 요소 가운데 하나

라도 변화하는 경우, 이러한 지진 주기성은 유지되지 않으며, 지진 발생시기가 앞당겨 질 가능성이 높

다. 이런 측면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미칠 파급 효과를 간과하기 어렵다. 더욱이 동일본 대지진 후 내륙

에서 지진 발생빈도가 해역에 비해 낮고, 중규모 이상의 지진 발생 횟수가 적은 것을 감안해 볼 때, 향

후 내륙에서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재하기 어렵다. 이러한 내륙 지진은 한 번의 발

생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지진이 발생 가능한 후보 지역은 역대 지진 발생빈도가 높았던 지역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지진 발생 

빈발 지역은 그 외의 지역에 비해 단층 분포가 높고, 매질의 강도가 낮은 까닭이다. 더욱이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반도 지진 발생 분포 형태와 공간적 진도 이상 분포에서 많은 상관성이 있음이 확인

되었다. 높은 진도 이상 값을 보이는 지역은 주변 지역에 비해 피해 유발 지진동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함을 의미한다. 지진 분포와 진도 이상값 분포의 유사성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진동

도 더욱 증폭되어 나타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높은 진도 이상 값

이 높은 지역은 특별히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진재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진의 대한 효과적인 예보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사전 모니터링과 다양한 기초자료 수집

이 재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내륙 지역에서 비교적 고르고 높은 관측소 밀도

를 보인다. 이러한 지진관측소 분포는 내륙 지진의 경우, 매우 신속하고 정밀한 평가를 가능케 한다.

하지만 해양 지진의 경우, 일부 도서지역과 해안에 분포된 관측소만으로 그 정확도와 미소지진 탐지 

등에 어려움이 많다. 많은 지진들이 해양지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해양지역에 대한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지진이 빈발하거나 과거 큰 지진이 관측되었던 지역을 중심

으로 정밀한 지각 연구가 필요하다. 수도권 지역은 이런 면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계기지진 자료

에는 낮은 지진 발생 특성을 보이는 수도권 지역은 조선시대에는 많은 피해 사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에 주기가 긴 중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시한다. 위험이 예상되는 여러 지

역에 대해 하나씩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지각 내 단층 존재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동식 지진계를 활용한 정밀한 지각 구조를 확인하고, 고지진 연구와 함께, 적극적인 미소지진 탐지 분석

이 동반되어야 한다. 앞으로 있을지 모를 지진재해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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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의 지진해일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 소개 및 향후 대책 방안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교수 우승범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1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은 1시간

도 채 되지 않는 시간동안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등을 덮쳐 사망 1만 5,854명, 행방불명 3,276명을 

발생시키고, 재산피해도 80조원에 이르게 발생하였다. 특히, 후쿠시마 지역의 원자력발전소도 파괴가 

되어 지진 발생 이후 3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속출되고 있는 상

황이다. 평소 재해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인정받는 일본이었기에 이러한 피해는 더욱 놀랍게 

느껴지는 사건이었다. 지진해일은 수시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발생할 경우에 그 충격은 상

상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진해일의 발생원인, 피해사례, 대책 등을 알아보고 특히 우리나

라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동해에서의 지진해일 위험에 대해 살펴본다. 

지진해일은 해양에서의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일로써, 바다 밑바닥이 갑자기 솟아오르거나 가

라앉게 되면, 위의 바닷물도 순간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게 된다. 즉, 에너지의 원천은 해저에서 발

생한 지각의 융기 혹은 침강이며, 이러한 형태로 해저 사면이 갑가지 붕괴되거나 해저화산이 폭발할 

때도 그 영향이 유사하게 해양쪽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발생한 지진해일은 그 초기 형태의 솟아오른 

파형의 모습에 따라 장주기파 형태로 전파하게 된다. 장주기파의 주요 특성은 수심전체에 걸쳐 운동

량이 고르게 분포한다는 것이며, 이는 심해에서는 파고가 낮더라도 수심이 깊으므로 매우 큰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심해에서의 장주기파가 연안으로 오게 되면 수심이 낮아지고, 

에너지는 보전하려는 특성 때문에 결국 파고가 커지게 되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연안에 도달되며 크기가 커진 해일고는 지진에서 발생되었던 모든 에너지를 고스란히 해안에 전달

하려 한다. 연안에 있던 우리 입장에서는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의 총 에너지를 고스란히 받는 셈이며, 

이러한 이유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보

다도 인명 피해라는 점이다. 해안가를 덮친 지진해일은 곧장 주변 일대를 물바다로 만들고, 해당지역

의 미처 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물에 의한 익사, 부수적으로 건물 붕괴로 인한 압사, 전기로 인한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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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 수 많은 사망자 또는 부상자를 발생시킨다. 2011년 발생한 동일

본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및 행방불명은 2만 명에 이른다.

또 다른 피해로 각종의 재산피해, 해양쓰레기 피해 등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우리는 동일본 지진해일 사고영상을 보면

서, 어떻게 저렇게 큰 구조물들이 힘없이 밀려 내려갈까라는 의문을 갖

게 된다. 그 물길의 깊이는 크지 않은데, 한번 물속에 빠진 사람은 다시 

헤엄쳐 나오지 못하는 사례도 흔히 보게 된다. 이렇게 알 수 없이 물속

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 비밀은 물속의 소용돌이에 있다. 난류(Turbulence) 라고 하는 현

상은 물속에서 물 입자가 매우 불규칙적으로 혼재되어 소용돌이치는 

현상으로써 이 강도를 일컬어 난류운동에너지(TKE, Turbulent Kinetic 

Energy) 라고 한다. 이 TKE가 강할수록 비록 물 깊이는 깊지 않더라도 

그 속에 있는 타 물체에는 엄청한 힘을 가하게 된다. 비록 물 깊이가 1m 

이지만 한 번 빠지면 헤엄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강한 난류 흐름은 수심 바닥이나, 서 있는 구조물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진해일 피해 영상을 

보면 매우 물이 탁한 심지어 검은 경우까지 보게 되는 데, 이러한 이유 역시 난류흐름에 의한 소용돌이 

때문이다. 구조물 하단부에서의 강력한 난류는 국지적인 패임(Scouring) 현상을 일으키며 구조물의 안

정을 쉽게 훼손시킨다. 한번 지진해일이 휩쓸고 가면, 구조물 피해 못지않게 토지 오염 문제가 발생하

는 것도 난류에 의한 해저층 혹은 오물과의 섞임 현상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동일본 대지진 지진해일 피해의 가장 큰 시사점은 바로 방사능 문제이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붕

괴는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7등급으로, 이는 1986년, 구소련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해당하는 등급과 같다. 체르노빌 주변의 방사성 원소가 충분히 

감소하려면 9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하니, 후쿠시마 주변의 방사성 원소가 감소하는 데에는 엄청

난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소는 냉각수 공급을 위해 해안가에 위치

하는데, 이는 앞으로도 제2, 제3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적이 없을까? 이미 국내 피해사례로는 1983년, 1993년에 

지진해일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으며, 일본 서해안 Akita 근해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로 인해 4명의 사상

자 및 44척의 선박피해도 발생하였다. 또한, 현재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국내 지진발생추이를 보면, 지

진관측 자료가 있는 1978년부터 1999년까지의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가 19.2회인데 반해 그 이후의 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단층대는 울릉분지 주변이다. 

울릉분지 주변의 단층구조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조사 및 

보고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 위치의 특성상, 또

한 다수의 원자력발전소가 동

해에 위치하고 있다는 배경으

로 볼 때 충분이 이러한 단층

구조에 대한 특성을 미리 파악

하고 지진해일을 유발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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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은 47.7회이다. 특히, 작년 2013년 한해에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횟수만 93회라는 것을 보았을 때, 

국내도 더 이상 지진해일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지진의 특성상 발생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또한 지진해일의 경우 그 진앙지가 먼 바다일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지진해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되지 않는 이상, 연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지진해일

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점이 유독 지진해일의 경우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시키는 것이

고, 이는 반대로 지진해일의 경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과연 지진해일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

 (가) 지진이 언제 발생하는지 알 수 있는가?

 (나) 지진이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는지 알 수 있는가?

 (다) 해저 지진이 해일을 발생시키는지 알 수 있는가?

 (라)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연안에 언제 어디로 오는지 알 수 있는가?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알 수 있다’ 이다. 즉, 대략적으로 단층의 구조를 미

리 파악하고 있다면 대략 ‘어느’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을지 확률이 높은 곳을 미리 지정해 둘 수 있다. 

해저 지진이 발생한 지진파를 분석하여 단층 변위를 계산하면 연직방향의 단층변위를 알 수 있으므로 

지진이 지진해일을 발생시키는 지의 여부도 알 

수 있다. 또한 장파의 전파(파속 = (수심 * 중력

가속도)∧0.5)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모델링을 통

해 지진해일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속도로 

이동하는 지도 알 수 있다. 오로지 우리가 답할 

수 없는 문제는 ‘언제’ 발생하느냐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

워두어야 할까? ‘언제’ 발생 할지는 모르지만, 우

리가 위의 질문 (나), (다), (라)에 대한 대비를 잘 

해두고 있다면 최소한 지진해일이 연안에 도달

하기 전에 미리 경보를 발생해서 인명피해 만큼

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각 

질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을까?그림 1. 논리 수목의 매개변수들의 발생 가능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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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조사 부분의 경우, 최근의 확률론적 관점에서의 지진해일 피해양상

은 그림 1에서 E3 지역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 이러한 예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지진 취약 단층대에 대한 단층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충분할 정도의 단층 정보를 획득하고 있을까?

최근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단층대는 울릉분지 주변이다. 울릉분지 주변의 단층구조에 대해서는 아

직 충분히 조사 및 보고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 위치의 특성상, 또한 다수의 원자력발전

소가 동해에 위치하고 있다는 배경으로 볼 때 충분이 이러한 단층구조에 대한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지진해일을 유발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주변의 지층구조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지진 발생 후 신속히 지진해일의 전파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진해일의 특성

인 장파를 거동은 이른바 천해파 방정식(Shallow Water Equation)을 수치적으로 모델링해서 알 수 있

다(그림 2). 이러한 모델링 기술은 최근 슈퍼컴퓨터의 상용 등으로 급진전 되었으며, 지진해일의 초기 

조건이 신속히 제공될 경우 15분 이내에 동해 지역으로 전파되는 지진해일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달았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국민 의식의 개선이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다.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위험으로 못 느끼고 있는 현상이다. 지진해일

의 피해에 대한 국민 의식의 개선, 그리고 신뢰성 있는 국가차원의 재난 경보가 앞으로 언젠간 있을 수 

있는 지진해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열쇠이다.

그림 2. 동해 비구조격자 지진해일 모델링 격자체계 및 지진해일 최대파고 전파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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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관측위성을 이용한 
백두산 모니터링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교수 정형섭

백두산은 북한 양강도 삼지연군과 중국 지린성에 걸쳐있는 화산으로 한반도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

다. 상단부에는 둘레가 14km이고, 최대수심이 384m에 이르는 천지가 있으며, 10월 중순부터 5월 중순

까지 보통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다. 백두산의 기후는 산지기후의 특성을 지니며, 변덕이 심하다. 백두

산은 2002년 이상 징후를 보이면서 조심스럽게 분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2002년과 2005년 사이에 화산성 지진이 급증하였고, 지표면의 움직임이 관측되었다. 화산성 지진과 

지표면 움직임은 마그마 관입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어 분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

었으나, 다행히 2006년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현재에는 분화 징후가 크지 않은 상태이다. 

비록 현재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이 낮아졌다하더라도, 백두산은 여전히 화산활동에 의한 분화 가능성

이 있는 활화산이며, 백두산 분화 시 한반도에도 대규모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산 분화에 대

한 모니터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백두산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위치하지 않은 탓에 현장

관측을 통한 모니터링보다 지구관측위성을 이용한 모니터링이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되고 있다.

지구관측위성이란 지구궤도에서 대기, 육지 및 해양을 관측하는 인공위성을 말하는 것으로 1960년 

TIROS-1(Television Infrared Observation Satellite)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보다 본격적인 지구

관측위성은 미국 Landsat 위성시리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Landsat 위성시리즈는 현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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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까지 발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세계에 무료로 위

성영상이 배포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십 센티미터의 해상

도를 지닌 고해상 상용위성이 지구관측에 활발히 이용되

고 있어 바야흐로 “지구관측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특

히, 우리나라도 국제무대에서 위성강국을 실현하기 위하

여 1999년 12월 국내최초의 지구관측위성인 아리랑 1호

(Kompsat-1)  발사를 시작으로 아리랑 2호, 3호와 5호를 발사하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차세대 위성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가까운 미래에 위성강국이 될 것이며, 지구관측위성시대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을 알려주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지구관측위성의 큰 활약을 기대할만 하다.

지구관측위성은 일반적으로 1) 광학센서, 2) 열적외선센서 및 3) 레이더센서를 이용하여 지구를 관

측한다. 첫째, 광학센서는 지구표면의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온 태양복사에너지를 영상화한다. 즉,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에너지가 지구대기를 지나 지구표면에 맞고 반사되어 다시 지구대기를 지나 

센서에 의하여 영상화되는 방식이다. 광학시스템은 사람의 눈이 지구에 존재하는 물체를 관찰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사람은 태양복사에너지가 지표면의 물체에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온 에너지

로부터 물체를 인식한다. 

광학센서는 주로 가시광선(visible), 근적외선(near infrared, NIR), 단파장적외선(short-wavelength 

Infrared, SWIR)을 관측한다. 가시광선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대역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색상을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근적외선은 주로 녹색식물의 반사도가 매우 높아서 녹색식물

의 양을 관측할 수 있도록 하며, 단파장적외선은 물에 매우 민감하여 토양수분관측을 포함한 물과 관

련된 물리적 특성을 관측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광학센서는 우리 눈과 흡사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친숙하여 일반인도 광학영상을 판독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장점을 지닌다. 다만, 광학센서는 기상상

태에 따라 구름에 의하여 가려지면 지표면 영상을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획득률이 떨어지는 단점

이 있다. 

우리는 광학센서로부터 백두산의 화산재범위를 관측할 수 있고, 용암(lava)흐름을 정확히 매핑할 수

도 있다. 또한, 높은 고도의 화산에서 적설지역의 면적과 적설선(snow line)의 고도 변화를 통하여 화

산분화 가능성을 감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광학센서는 백두산이 분화하였을 때, 화산재범위관측, 

천지의 물에 의한 침수피해지역 관측 등에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백두산 화산의 적설을 이용하여 

화산분화 가능성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광학센서의 특성상, 적설을 이용하는 경우 백두산

의 변화무쌍한 날씨가 관건이다. 백두산 지역은 봄, 가을, 겨울에는 거의 구름으로 덮여 있으며, 화창

한 날씨는 여름에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설을 이용한 백두산 감시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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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열적외선센서는 열적외선(thermal infrared, TIR)파장 대역에서 지표면의 물체가 방출하는 복

사에너지를 영상화한다. 즉, 지표면의 물체에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를 센서가 바로 받아 영상화하는 

방식이다. 복사에너지는 물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여 방출되기 때문에 열적외선시스템에서 관측한 

복사에너지를 온도로 변환할 수 있어 열적외선시스템은 지표면 물체의 온도를 관측하는데 이용된다. 

그러나 물체마다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비율인 복사율(emissivity)이 다르기 때문에 열적외선시스

템에서 관측한 복사에너지로부터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복사율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물

체마다 정확한 복사율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열적외선시스템을 이용한 정확한 온도관측은 쉽지 않다. 

또한, 열적외선센서도 광학센서와 마찬가지로 기상상태에 따라 구름에 의하여 가려지면 지표면 영상

을 관측할 수 없으므로 영상획득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열적외선센서로부터 화산분출 

시 마그마의 온도를 관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표면의 온도변화를 통한 화산분화 가능성을 감시할 

수도 있다. 백두산 화산의 경우, 열적외선센서를 이용하여 지표온도 변화를 관측하는 것이 다른 화산

에 비해 용이하다. 이는 백두산 화산 근처에 복사율 추정이 비교적 쉬운 수목지역이 비교적 많이 분포

하고 있고, 지하 2∼3km의 얕은 곳에서 열원이 있는 지열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에서 최근까지 백두산 지역을 열적외선센서를 이용하여 관측한 결과는 1992년과 2004

년에 지표온도에 큰 변화를 보였다(그림 1). 이는 2004년에 천지 주변 온천지하수가 69℃에서 83℃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열적외선센서는 백두산 주변의 지표온도 변화를 이용

하여 화산활동을 감시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레이더센서는 센서에서 마이크로파(microwave)를 방출하여 지표면의 물체에 반사되어 다시 

센서로 돌아오는 파를 영상화한다. 

레이더센서는 물체의 반사도를 관

측할 뿐 아니라 마이크로파의 위상

(phase)도 관측한다. 물체의 반사도

는 지표의 거칠기(roughness)와 유전

율(dielectric constant)에 따라 달라지

는 반면, 물체의 위상은 레이더센서

와 물체사이의 거리에 의하여 결정된

다. 만약 레이더센서의 위치가 동일

한 곳에서 촬영 시기를 달리하여 지

표면의 물체를 두 번 관측하였을 때, 

지표의 물체가 고정되어 있었다면 두 

시기의 레이더 위상은 동일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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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열적외선센서를 이용한 백두산에서의 시계열 지표온도 변화



지표의 물체가 움직였다면 움직인 거리에 비례하여 위상차가 변한다. 이와 같이 위상차를 이용하여 지

표면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법을 레이더간섭기법(radar interferometry)이라고 한다. 이 기법은 넓은 

면적에서 정밀하게 지표변위를 관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레이더센서는 

센서가 마이크로파를 직접 생산하므로 야간에도 촬영할 수 있고, 파장이 길기 때문에 구름도 투과

할 수 있어 기상상태와 관계없이 영상을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레이더센서로부터 지표변위

를 관측하고, 지표변위 패턴으로부터 보다 쉽게 화산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그마

챔버의 위치 및 변화까지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백두산 지역을 레이더센서를 이용하여 관측한 결과는 지표변위

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그림 2), 이는 지하에 있는 마그마챔버에서 마그마양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레이더간섭기법은 수 mm/yr의 정밀도로 지표변위를 관측할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백두산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백두산 지역에 수목이 많기 때문에 파장

이 비교적 짧은 X-밴드와 C-밴드보다는 파장이 긴 L-밴드가 적합하며, 정밀 관측을 위해서는 최소 15장 

이상의 레이더영상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 된다면 레이더센서는 백두산 화산활동을 감

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센서이며, 백두산 화산의 변위 정밀관측과 동시에 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마그마챔

버의 위치 및 변화 관측을 통하여 백두산 화산활동을 감시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백두산은 여전히 화산활동에 의한 분화 가능성이 있는 활화산으로 화산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절

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백두산의 지정학적 문제로 인하여 현장관측을 통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구관측위성을 이용한 백두산 화산활동 모니터링이 합리적인 대안이다. 지구

관측위성은 광학센서, 열적외선센서 및 레이더센서로부터 백두산 화산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지역

을 정확히 매핑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며, 백두산 화산활동을 감시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욱이 지구관측 위성시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위성은 백두산 화산을 감시하

는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림 2. 백두산지역의 평균지표변위도와 지점 P1, P2 및 P3에서의 시계열지표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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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해석

 기상청 지진정책과 기상사무관 박종찬

Ⅰ. 들어가며

지진·지진해일·화산은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가져온다. 그러나 현

행 「기상법」과 「지진재해대책법」에는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단순 관측, 통보, 자료제공 요청 등

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체계적인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2013년 4

월 22일 김성태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및 그 기술에 대한 

개발과 국내외협력 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

하였고,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2013년 6월 19일 상정되어 같은 해 12월 20일 수정가결 되었

다. 이후 2013년 12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었고, 정

부에 이송되어 2014년 1월 21일 공포되었다. 본고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마련하였다.

Ⅱ.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의 체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제3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경보, 제

4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자료관리, 제5장 기술개발 및 국내외 협력,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및 부

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서 정한 내용 가운데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환경부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12가지 사항이며, 환



경부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소 지원 대상·기준 및 범위” 등 

10가지 사항이다. 또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기상청

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등 다음의 2가지 사항이다.  

Ⅲ. 주요내용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목적·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조~제3조)

○  제1조(목적)에서는 제정안의 제정취지 및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제2조(정의)에서는 주요 용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함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 함

 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제4조)

○   기상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주기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

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함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은 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②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분석에 관한 기술개발, ③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④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 기반 확충, ⑤ 지진·지진해일·

화산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 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자료 관리 등에 관한 내용

으로 구성됨

○  시행령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해서 정하고, 기본계획의 통보대상기관과 통보를 받은 

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조치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방법(제5조)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연속

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요

소는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실제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 이외에도 지진의 진도와 지

진해일 높이 등 자동관측방법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일한 요소를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하는 것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법은 기상청장이 고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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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제6조)

○  기상청장은 지진, 지진해일, 화산 관측소를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

망을 구축·운영하며, 관측망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시행령에서는 ① 국가 지진관측망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② 국가 

지진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③ 국가 지진관측망 공동활용을 위한 국내

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④ 국가 지진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⑤ 지진·지진

해일·화산의 관측 장비의 표준화 및 검정체계의 구축·운영 등 국가 지진관측망의 효율적인 구

축·운영을 위하여 수행할 업무를 명시함

 마. 지구물리관측망 구축·운영(제7조)

○  기상청장은 지구자기(地球磁氣), 지구중력 및 지진의 전조현상(前兆現象) 등의 관측 및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지구물리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시행령에서는 ① 지구물리관측망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② 지구물

리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③ 지구물리관측망 공동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

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④ 지구물리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등 지구물리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수행할 업무를 명시함

 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지원 및 관측시설의 보호(제8조∼제9조)

○  제8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지원)에서는 기상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타 기관이 지

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

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지원 대상을 구체화 함

○  제9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시설의 보호)에서는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관측자료를 확보

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관측시설을 보호하도록 규정함

 사. 관측소 설치장소(제10조)

○  인공잡음이 비교적 작고 안정적 관측이 가능한 자연공원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설치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아. 관측 장비 검정(제11조)

○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지진

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도록 규정함



○  관측 장비의 검정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관

측 장비의 검정의 유효기간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그 기간 내에 반드시 검정을 받도록 의무화 함

 자.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제12조)

○  기상청장은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

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함

○  시행규칙에서는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의 종류·내용, 

통보의 대상·대상구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차. 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제13조)

○  기상청장은 인공지진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현상을 탐지·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핵실험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인공지진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시행규칙에서는 인공지진의 탐지·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통보 방법 등을 구체적으

로 규정함

 카.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제14조)

○  기상청장이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시행령에서는 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을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

영과 지진조기경보 발령절차 및 발령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지진조기경보 발령대상은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하였더라도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으로 시행령에 규정함

 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제15조)

○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방송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

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상청이 지진·지진해일·화산과 관련하여 재난방송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자체는 법에 근거조항을 설치하고, 시행령에서 그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함

 파.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제16조)

○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의 발표는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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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신뢰성 있고 정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기상청장만이 이를 가능하게 하고,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타 기관이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상청장 외의 자가 예외적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있

는 경우가 있다는 것 자체는 법에 근거조항을 설치하고, 시행령에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

로 인하여 발생한 인공지진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를 학문연구를 위하여 발표하는 경우” 등 예외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함

 하. 지진·지진해일·화산 자료의 관리(제17조∼제19조)

○  제17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에서는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

화산에 관한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밖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해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18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에서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시행규칙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

는 자료제공의 신청,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한 절차적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제19조(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에서는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

치단체·연구기관·대학 등에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기상청장은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거. 기술지원(제20조)

○  민간사업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

을 개발하는 경우 기상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기상청의 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여

야 하며, 지원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함

 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21조)

○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 조항은 하위법령에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에서 위임사항 이

외에도 법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집행명령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에 “지진·지진

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함



 더.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제22조)

○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시행규칙에서는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대상자”,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제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러.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제23조)

○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

을 위하여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함

○  시행령에서는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머.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협의(제24조)

○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체계 구성, 관계 기관과의 관측 결과 공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기관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업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시행령에서는 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의 설치 및 운영, ②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정보의 공유·활용, ③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업무 종사자

의 교육·훈련, ④ 지진·지진해일 발생 또는 화산 분화시의 관측 결과 등에 관한 긴급협력, ⑤ 지

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등에 관한 조사 및 분석 등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

 버. 토지등에의 출입 및 손실보상(제25조 및 제26조)

○  제25조(토지등에의 출입)에서는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함

○  제26조(손실보상)에서는 국가는 토지등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으로 손실 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

을 하도록 규정함

 서. 지진·지진해일·화산업무의 위탁(제27조)

○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지진·지진해일·화

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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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권한의 위탁(委託)은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

정기관·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관 등에게 맡겨서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

도록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대상업무는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관리 사무 등 국민

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이어야 함. 따라서 기상청은 위와 같은 업무의 성

질,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기관(受託機關)을 선정하여야 함

○  기상청과 각 수탁기관과의 개별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위

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발령하여야 함

 어. 벌칙 및 과태료(제28조∼제30조)

○  제28조(벌칙)에서는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성능을 떨어뜨린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함

○  제29조(양벌규정)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함

○  제30조(과태료)에서는 토지등의 출입 또는 일시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최근 1

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Ⅳ. 맺음말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지진·지진해일·화

산의 관측 및 경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시켜 지

진·지진해일·화산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 재난·재

해로부터 한층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 법의 시행으로 국가지진정보의 

공개·개방 및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이 확대되어 지진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

여 2015년 1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

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

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

  2.  “지진해일”이란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화산폭발 등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된 해수의 긴 파동이 비정상

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

  3.  “화산”이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 또는 지표 가까이에서 분화하여 화산재·화산가스 등이 발생하

는 현상을 말한다.

  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이란 지진·지진해일·화산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경보”란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관련 정보

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6. “관측소”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관측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7.  “관측망”이란 여러 관측소의 조합으로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정보를 관측·수집·송신·수신 또는 분석

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체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2.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분석에 관한 기술개발

  4.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 기반 확충

  6.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

  7.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자료 관리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록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전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22.] [법률 제12320호, 2014.1.2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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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제5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방법) 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는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속적 자동관측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

법 및 제2항에 따른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

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

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측망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소의 설치 및 관측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구물리관측망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구자기(地球磁氣), 지구중력 및 지진의 전조현상(前兆現象) 등(

이하 “지구물리”라 한다)의 관측 및 체계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지구물리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지원) ① 기상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지

진·지진해일·화산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성능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3.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를 위탁받은 자

제10조(관측소 설치장소)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

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에 관측소를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

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경보 

제12조(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지진해

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

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알릴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① 기상청장은 인공지진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현상을 탐지·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

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인공지진이 의심되거나 관측되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분석 방법, 통보 대상, 통보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제14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

보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의 발령절차 및 발령시기 등에 필

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

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① 기상청장 외의 자는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상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발표를 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자료관리 

제17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

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정보를 수집·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정보의 수집 방법, 통계의 공고 주기 및 공고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등) 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대학 

등에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기술개발 및 국내외 협력 

제20조(기술지원)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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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의 개발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 지원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

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

담부서(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

발전담부서에 한정한다)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의 비영리법인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

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협의)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체계 구성, 관계 기관과의 관측 

결과 공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기관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업무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토지등에의 출입)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일시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

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제2항에 따른 소유자·점



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손실보상) ① 국가는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 장비 등을 무상

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28조(벌칙)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성능을 떨어뜨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진 또는 화산 현상과 그 밖에 기상과”를 “기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현상(지진해일을 포함한다)”를 “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8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

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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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관련 법제 정비 방안(Ⅱ)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두진

전세계에서 1900년부터 1999년까지 발생한 1,248건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액은 2000년 기준으로 1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진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인명손실이며 이는 화폐가치로는 

환산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이다. 20세기에 발생한 지진 중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진 건수는 적어

도 1,248건에 이르며,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 수 만해도 총 1,685,000명에 이르고 있다. 

전세계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은 1975년에는 250억 달러 미만, 1980년에는 천억 달러 

미만이었지만, 2005년에는 2,400억 달러를 넘었고, 2008년에는 1,900억달러에 육박(중국 쓰촨성 지

진피해가 860억 달러), 2010년에는 1,000억 달러를 상회(칠레 Maule 지방의 지진피해가 300억 달러)

하였다.1)  

위의  그래프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로 발생한 자

연재난으로 인한 재해규모(녹색

선), 이재민의 수(흑색선), 그리

고 사망자수(적색선)를 보여준

다.2)

재해규모가  높은  2005년의 

배경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Katrina)가 있고, 2008년과 2011

년의 그것에는 지진이 있다. 인

명피해가 높은 2004년은 인도양 

1) UNISDR, 2010 Disasters In Numbers, available at http://www.unisdr.org/files/17613_rectoversodisasters2010.pdf.

2) http://www.preventionweb.net/files/31737_20130312disaster20002012cop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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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2008년은 쓰촨성지진, 2011년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이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자연재난

의 위험과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 이른바 just-in-time 공급방식 경제와 주요 인프라의 상

호의존성 및 민영화와 같은 현대의 경제적 조건들, 2) 인구이동과 인구증가로 전보다 위험에 접하는 인

구가 증가하는 점, 3) 재난 위험을 경감하기보다는 악화시키는 잘못된 토지사용계획, 4) 녹지보존과 인

프라건설의 실패, 5) 기후변화 등의 요소들이 증가경향을 유발하는 핵심인자라고 지적하기도 한다.3) 

국제연합재난경감전략(UNISDR)도 “기후변화와 대양의 수온상승이 2013년 발생한 수퍼 태풍 하이옌

(Haiyan)과 같은 훨씬 강력한 열대 폭풍우를 촉발시키므로” 이러한 재해는 더 이상 자연재해라고 부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4)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에 관한 안전지대라 여겨져 왔으나 심각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와 주요 시설이 밀

집되어 있는 우리나라 도시의 주거나 업무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그 규모에 비해 피해의 정

도는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전세계에서 관측되고 검증된 지진해일의 약 

25%는 일본에서 발생하는바, 이 중 일본 열도 서쪽과 동해 연안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에 의한 우리나

라 동해 및 남해 연안의 피해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밖에 백두산이 분화하는 경우 화산 분화지역의 직

접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상당히 넓은 주변지역에 걸쳐서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의 마비사태

라는 심각한 국가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러한 지진·지진해일·

화산 등의 자연재난 발생시 최악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비한 적절한 법제적 준비가 필요

한 바 이를 위하여 2013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1월 21일 공포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법의 약칭은 ‘지진관측법’이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15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지진관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지진관측법」과 다른 법률들과의 체계적 정합성 문제(Ⅰ),  「지진관측법」의 집행에 

의하여 기상청이 생산하는 관측자료들을 수요자인 방재당국 및 국민·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의 효율화(Ⅱ)에 관하여 살펴보고, 결론에 갈음하여, 현 시점에서 발견되는 「지진관측법」의 문제점을 

몇 개 적시하고 그 개선방안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Ⅲ). 전체의 취지는 「지진관측법」이 기상청의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최적 달성의 수단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인 관측 자료와 정보가 수요자

들에게 잘 활용됨으로써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려고 하는 이 법의 입법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3)  Daniel A. Farber, Jim Chen, Robert R.M. Verchick & Lisa Grow Sun, Disaster Law and Policy, 2nd ed., Wolters Kluwer, 

2010, pp.10-47. 

4) https://www.flickr.com/photos/isdr/11047674924/in/set-7215762801538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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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진관측법과 다른 기상청 소관법률들과의 체계정합성

「기상법」의 경우에는 「지진관측법」의 시행과 함께 이 법 부칙조항에 의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 삭제될 예정이므로 「지진관측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또한 「

기상관측표준화법」의 경우는 기상관측에 관한 표준화를 위하여 관측기관간에 자료공유, 기상관측망 

구축에 관한 조율, 기상정보의 품질 유지를 위한 제제도, 기상측기의 검정제도 등에 관하여 정하는 법

률이므로 「지진관측법」과 내용이 상충할 우려는 없다. 다만 종래 「기상관측표준화법」에 의하여 해결되

어 오던 지진·지진해일·화산요소의 관측방법, 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관

측환경의 최적화를 위한 관측시설의 개선지원, 측기의 검정과 같은 사항은  「지진관측법」 및 하위법령

에 규정이 마련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기상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산업진흥법」의 

경우에도  「지진관측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지진·지

진해일·화산 관련 사업자의 포용을 통하여 그 저변을 넓히는 것이 양법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진관측법」 제6조는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

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국가 지진관측망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 기상청장은 국가지진관측망으로 수집되는 자료를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관(기

본계획을 통보하는 대상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내용은 「기상법」 

제25조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확대하여 관측소 설치 및 화산관련사항을 추가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그

런데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서는 지진·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이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공사 소

속의 연구기관,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 관련 조사·연구기관 등이 지진·지진해일 관측시설을 설치

하려면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조제2항).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내용은 지진·지진해일 관측시설 설치와 관련되

지만, 「지진관측법」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설치하는 국가 지진관측망의 구축·운영에 관해서는 「지

진관측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계

획서의 작성에 관한 내용은 제1항과 함께 향후 「지진관측법」으로 이전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

다 적절할 것이다. 

또한 「지진재해대책법」에서는 기상청장은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동법 제5조제1항 본문), 다만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과 “공

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항 단서).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의 입법취지

는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 업무에 있어 해양에 관하여 책무를 지고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역할을 고려하여, 기상청장과의 공동주관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지진해일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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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은 지진·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과 마찬가지로 기상현상을 다루는 기상

청장의 고유한 업무로서 당해 업무추진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의 측면이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

는 차원에서는 향후 이를 기상청장의 단독 권한사항으로 정하고 해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정도

가 적절하다.  

「지진관측법」 제10조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

여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상 자연

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또는 지질공원 등을 말하며, 지정·관리권이 각각 환경부장관(

국립공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도립공원), 시장·군수·구청장(군립공원)

에 있고(「자연공원법」제4조), 지질공원은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며 원칙적

으로 시·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같은 법 제36조의3). 「지진관측법」 제10조는 본래 보전목적으로 설

치된 자연공원에 특별히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지진·지진해

일·화산 관측소를 반드시 자연공원에만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진관측법」 제11조제1항은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이하 “관측 장비”라 한

다)를 정기적으로 검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시기와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관측 장비의 검정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

측자료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시행규칙에서

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의 제조·수입·설치 또는 수리(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

(業)으로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제작등을 한 관측 장비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전에 미리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관측기관이 사용 중인 관측 장비는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

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관측 장비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에

서는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표준심의회를 두어서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업무의 조정,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성문표준에 관련된 제도 및 규

정의 심의,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국가표준심의회에는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외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는데, 향후 여기에 

관측표준, 관측 장비의 검정표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상청장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진관측법」은 제16조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 외의 자도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6조제1항 단서). 따라서 법 시행

령에서는 이러한 예외사유를 규정하여야 하는바,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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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대한 관측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를 학문연구를 위

하여 발표하는 경우”가 그 사유가 될 것이다. 기상청장 외의 자의 관측 결과 및 특보 발표를 금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빚어낼 수 있는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예외사유는 그러한 혼란

을 조성할 가능성이 없거나 그러한 가능성은 인정되더라도 더 큰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

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경보업

의 등록을 한 기상사업자가 계약을 한 특정수요자에 대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경보를 하는 경

우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그러한 업무분야가 기상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되는 경우에는 이 

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진관측법」 제20조는 기상사업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

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기상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지

진재해대책법」에서는 기상청을 포함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

진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소관 사항5)에 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를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한다(제22조 제1항). 그리고 “중앙본부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

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

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22조 제4항). 이러한 「지진재해대책법」의 연구지원 규정은 기상청장

이 지진에 관한 연구나 “지진 관측·분석·통보·경보전파 및 대응”과 관련한 사항을 연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지진관측법」 제20조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관련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제도와는 적용대상이나 적용되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리

고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6항에서는 “기상청장은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기상

측기를 개발 또는 개선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공인된 관측 장소에서 현장시험관측을 할 수 있도

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에서의 기상측기에는 지진·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장비는 제외될 뿐만 아니라, 「지진관측법」 제20조의 지원대상은 “지진·지진해일·화산

의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

5)  여기에서 기상청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소관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호 "지진재해의 예방 및 대비"와 관련해서는 

가목 "지진재해 경감대책의 강구", 다호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해안침수예상도와 침수흔적도 등의 제작과 활용", 라목 

"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홍보", 제2호 "내진대책"과 관련해서는 라목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 및 보강대책 수립", 

제3호 "지진 관측·분석·통보·경보전파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가목 "지진관측시설의 설치와 관리", 나목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통보", 다목 "지진재해대응 및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라목 "지진과 지진해일의 대처요령 작성·활용", 마목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등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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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훨씬 광범위한 것이다. 

그런데 「지진관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기상청의 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산

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지진관측법」 제20조제2항). 그러나  현행「기

상산업진흥법」에서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사업자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는 바가 없다. 이와 관

련해서 「지진관측법」 제20조의 기술개발에 대한 기상청의 기술적 지원을 받는 대상자로서 「기상산업

진흥법」상의 사업자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지진관측법」 제22조제1항에서 기상청장

이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교육 또는 훈

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대상자로서 「기상산업진흥법」상의 사업자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

가 있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지진관측법」 제20조의 기술개발에 대한 기상청의 기술적 지원을 

받는 대상이나 「지진관측법」 제22조의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상자로서 「기상산업

진흥법」상의 사업자가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제6조(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등)를 개정하여, 지진·지진해

일·화산의 관측 장비의 제조등의 업, 지진·지진해일·화산 경보업·컨설팅업 등의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기상청의 관측자료가 수요자들에게 잘 활용되도록 돕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 입

법목적의 달성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지진관측법」 제21조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

여 규정한다. 즉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

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

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지진관측법」의 시행과 함께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기상법」 제32조를 대체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이다. 이 조항은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규명령인 대

통령령에서 위임사항 이외에도 법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집행명령으로서 정할 수 있는 것이

므로, 법 시행령에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정하게 된다. 

「지진관측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체계 구성, 관계 기관과

의 관측 결과 공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기관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진관측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협의의 범위가 되는 

사항은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관측 장비의 성능·규격, 제8조의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의 기능과 다른 사항들로서 이 협의회가 포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정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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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측법」 제27조제1항은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그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

여 대통령령에 기상청이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기상법」 제44조가 「지진관측법」 시행과 함께 더 이상 지진·지진해일·

화산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다. 따라서 법 시행령에서 지

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탁할 수 있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화하고,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등을 정하게 된다. 한편 민간위탁 대상업무는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중 관측 장비의 검정업무와 같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이어야 

한다. 

2. 관측자료 수요자에 대한 활용기반 효율화

 「지진관측법」 제12조제1항은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

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지진 가운데 자연지진과 지진해일, 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관계 기관에 통

보하는 것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진관측법」이 시행되는 것과 함께 지진·지진

해일에 대한 예보 및 통보의 근거규정이었던 「기상법」 제13조제1항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됨에 따

라 이를 대체하는 규정이다. 한편 「지진재해대책법」 제8조는 “기상청장은 국내외의 지진과 화산활동 

등에 대한 관측결과와 지진해일 예측 및 관측결과를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

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진관측법」 제12조의 

정보의 발표는 법문에는 알릴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나 그 

밖의 정보에 관한 것”에 대한 것이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예보·특보는 “알려야 한다”고 의무사

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예보·특보는 이를 알려서 당장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지켜야 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지진재해대책법」 제8조

의 통보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진관측법」 제12조의 

발표상대방은 “관계 기관과 국민”이며, 「지진재해대책법」 제8

조의 발표상대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다. 따

라서 이를 종합하면, 「지진관측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

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기

관과 국민에 대하여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정보(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Focus 2



측 결과, 예보 및 특보 등)를 알리는 것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진관측법」 제12조에서 알릴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

에 대한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지진재해대책법」 제8조에 따라서 그에 대한 통보가 규정되어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는 점을 지진관측법 시행령에서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주요 자연지진·지진해일·화

산에 대한 특보나 그 해제에 관하여 통보할 대상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가 명시되고,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

한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은 필요시 추가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에 위임한다. 그리고 항공기에 대한 화산재경보 또는 지진해일특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에만 통보하는 것으로 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법 시행규칙에서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알릴 수 있는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

과 및 특보 등의 정보의 종류·내용, 통보의 대상·대상구역·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정보의 종류에는 자연지진의 경우에는 지진통보 및 지진조기경보, 지진해일의 경우에는 지진해일

주의보 및 지진해일경보, 그리고 화산의 경우에는 화산정보, 화산재주의보 및 화산재경보가 있다. 그

리고 정보의 내용에는 자연지진의 경우에는 지진의 발생시각, 발생위치 및 규모, 지진해일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별 지진해일 예상 도달시각 및 해일 높이 그리고 화산의 경우에는 화산분화 및 화산재가 포

함된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통보 객체 통보 대상 대상구역

지진통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일반인
국내 전역

지진조기경보

1.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진

2.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

상동 국내 전역

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경보, 화산정보, 

화산재주의보 및 화산재경보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지진해일 

또는 화산
상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해당 지역

항공기에 대한 

화산재경보·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경보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지진해일 

또는 화산

공항·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의 

항공 관계 기관

화산재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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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전달방법은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용 전자기기 및 방송 등을 활용하게 된다. 전화나 팩스는 

구체적인 특정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적합하고, 인터넷과 방송은 불특정 다수의 상대

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적합하다. 휴대용 전자기기의 경우는 양자에 공통으로 걸쳐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특보 또는 특보해제(“특보등”)의 통보를 받는 기관

이 갖추어야 하는 수신 절차와 그러한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특보등의 수신에 따른 조치담당자와 특보

등의 수신설비에 대한 관리담당자의 지정, 그와 관련하여 그러한 기관이 기상청에 대하여 통보할 사항 

등에 관하여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지진관측법」 제15조는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에 관하여 규정한다. 즉 기상

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

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

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한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야 한다. 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긴급방송 요청사유는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한 경우, 지진해일의 주

의보 및 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

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밖에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국내외에

서 발생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기상청의 업무 가운데 “예보”란 “기상관측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기상

법」 제2조제9호),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기상법」 제2조제10호)를 말한다. 흔히 지진·지진해일·화산

에 대해서는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특보만 가능하고, 예보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기

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되며, 기상주의보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예보, 기상경보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

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 예보이다. 그러므로 기상경보도 일정한 조건이 부가된 기

상예보의 일종이다. 예컨대 기온이나 강수에 대한 예보는 그 대상이 장래의 특정 시점의 기온이나 강

수 확률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지진조기경보는 이미 발생하여 P파가 도래한 지진에 대하여 곧 S파의 

도래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 예보의 의미로 볼 수 있

다. 마찬가지로 지진해일 경보는 발원지에서 우리나라 해안에 도달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

는 상황에서 장래의 특정 시점에 우리나라 해안에 지진해일이 도래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

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경고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화산재경보는 화산의 분화에 따

라 발산되는 화산재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경고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

다. 「지진관측법」 제2조제5호는 이 점을 분명히 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경보”란 “지진·지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Focus 2



해일·화산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경보는 종래의 기상경보와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므로 

관측자료 내지 정보의 수요자, 특히 일반국민들에게 홍보 및 계몽이 필요하다. 전달된 정보를 재해예

방 및 경감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의미를 자신의 처지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의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의 제조

등의 업, 지진·지진해일·화산 경보업·컨설팅업 등의 기상사업자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일반국민들

의 활용을 도울 수 있다.

 「지진관측법」 제14조는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지진관측 즉시 관련 정보를 국민

에게 알릴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2항, 제1항). 법 시행규

칙에서는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

해야 하는바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필요한 전문인력

의 양성과 연구개발, 지진조기경보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게 된다. 지진조기경보의 성패는 지진조기경보를 처음 P파가 관측된 후 얼마나 지나

서 그리고 S파 도착 전 얼마나 일찍 발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 지진관측망 분포를 고려하였을 때 처음 P파가 관측된 후 빠르면 40초+α 정도 후에는 지진조기경보

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현재 유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외국의 경우 일본은 이 소요시

간이 약 5∼20초, 미국은 약 20∼40초, 대만은 약 20∼40초 정도로 집계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에서 운

영되고 있는 지진관측망의 조밀한 정도는 우리나라의 지진관측망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진

조기경보 소요시간은 기본 40초에 수초의 여유시간을 더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지진관측법」 제18조제1항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하여 규정

하고, 제2항은 그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에 따라 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사항은 위의 증명 또는 자료제공 신청서의 서식·제출 절차, 증명서

의 서식, 증명에 관련된 자료의 첨부,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의 액수, 신청자에 따른 수수

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수수료 납부 방법 등이다.

3. 지진관측법의 개선방안

 「지진관측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

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제4조제2항에서 직접 정하고, 제3항에서 기본계획의 통보대상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기관에 관해

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제4항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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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지진관측법」상 기본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

립하는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몇몇 다른 법률에서는 그와 같은 기본계획 외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및 그 추진실적 평가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지진관

측법」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진관측법」 제11조제1항은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

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시행규칙에서는 관측 장비의 제작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하

여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기관에 관측 장비를 공급하기 전에 미리 검정을 받도록 하고 또한 

관측 기관도 일단 공급받은 관측 장비가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검정을 받도록 하고, 검정신

청서 제출, 검정증명서의 교부 등 검정의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다. 제정될 법 시행령에서는 당분간 관

측 장비의 검정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로 검정제도를 시행하면서 

수범자들이 느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행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결국 전체 납세자가 낸 세금으로 서비스 수급자가 누리는 혜택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된

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상 관측 장비의 수수료를 검정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 등이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

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분 감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수료징수의 근거는 통상 서비스의 이용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경우에는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도 있지만, 관측 장비의 검정처럼 서비스의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 또는 형식상으로는 자유이나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등에는 국민에게 재정적 의무를 부

과하는 것으로서 입법사항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지진관측법」 개정시 수

수료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수수료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지진관측법」 제17조는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

다는 것(제1항)과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정보를 수집·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지진종

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제2항)을 규정한다. 제1항의 내용은 현행 「기상법」 제29

조의 내용을 수정을 거쳐서 가져온 것이지만,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은 신설된 내용이

다. 향후 「지진관측법」의 개정시 「지진관측법」 제2조의 정의조항에서 기상정보시스템에 관한 정의를 

참고하여 이에 관하여 하나의 호를 추가하여 정의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법 시행규칙에서는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규정

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에는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관

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동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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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한 연구개발 또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수집·분석과 같은 동 시스템의 구축 또는 정보의 축적을 위한 업무와 동 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국

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배포와 같은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

템의 운영내지는 축적된 정보의 활용을 위한 업무가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기상청장은 현행 「지진관측법」하에서 기상사업자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

템에 투입될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는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는 특히 관측망의 중복성 지양 등의 이유로 기상청이 관측소를 갖고 있지 않은 지역의 지진·지

진해일·화산에 관한 정보를 특정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지진관측법」 제19조제1항의 기상청장이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는 대상에 ‘기상사업자’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지

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행하는 자”를 추가하는 방안, 둘째, 「기상법」 제12조제2항의 예에 따라 

「지진관측법」 제17조제3항에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

치단체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참고로 어느 방안이든 사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므로 입법사항이고 

법률에 근거 없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같은 하위법령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을 실현시킬 수는 없다.

 「지진관측법」에서는 제11조에 위반하여 사업자가 검정을 받지 않은 관측 장비를 관측기관에 제공하

는 경우 또는 관측기관이 검정을 받지 않은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 관측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적 제

재를 가하는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

어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의 검정을 통하여 지진·

지진해일·화산 관측자료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진

관측법」에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않은 관측 장비를 관측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관측 장비를 사용하는 관측기관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도록 「지진관측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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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조기경보시스템 세계적 운영 현황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조기혁

1.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의 개념 

지진조기경보(EEW, Earthquake Early Warning) 시스템이란 지진발생 시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지진

파가 도착하기 이전에 경보를 전달하여 수신자의 대응시간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1868

년 미국의 쿠퍼(Cooper) 가 의해 처음 발전시킨 개념으로서, 당시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남

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홀리스터(Hollister)에서는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당시 과학자들은 

전자파가 지진파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쿠퍼 박사는 홀리스터 근처에 지진계

들을 설치하고 자동으로 전자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시내에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

하는 아이디어를 고안하였다. 비록 실제로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이 아이디어는 현재의 지진조기경

보시스템의 최초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Allen 등 2009 ; 지헌철 등 2011).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원리에 의존한다. 첫째, 전자파의 속도가 일반적인 지진파의 속

도보다 빠르며, 지진파의 파형에 따라 속도가 다르다는 두 가지 원리에 의존한다. 먼저 도착하는 P파

의 속도는 약 6~7km/h이고 다음으로 도착하는 S파는 약 3~4km/h이다. 종파인 P파에 비해 S파는 횡파

로서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므로 먼저 도착한 P파와 관측지점의 위치를 분석하여 S파가 도착하

기 전에 경보를 전달하면 수신자의 적절한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P파와 S파의 

시간 차이인 PS시는 진원과의 거리에 비례하므로 진원과 더 먼 지역일수록 더 긴 유여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Cua 2008).

2. 시스템의 기술적 구분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관측 방식을 기준으로 ‘Inward’와 ‘Outward’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목적

지향적인 개념으로 Inward 방식은 특정 수신자의 지진 대응을 위해 주변에 설치된 지진관측망을 이용하

여 해당 지점에 경보를 전달하는 방식이고, Outward 방식은 예상 진앙 근처에 지진관측망을 설치해 도시 

전체와 같이 넓은 지역에 경보를 최대한 신속하고 넓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UreDAS(Urgent 

Earthquake Detection and Alarm System)는 신칸센의 피해 경감을 목적으로 주위의 지진 관측 지점을 이

지진조기경보Focus 3



용하는 Inward 방식이며, 멕시코 SAS(Sistema de Alerta Sismica)는 경우는 해안 주변의 지진 관측 네트워

크를 통해 멕시코시티 지역 전체에 경보를 전달하는 Outward 방식에 해당한다(지헌철 등 2009).

관측정보망을 중심으로는 ‘On-site’ 와 ‘Network-based’로 구분된다. ‘On-site’ 시스템은 단일 개소 방

식으로서 하나의 지진 관측 정보만을 이용하여 현장에 경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 시스템

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할 뿐 아니라 따로 중앙 처리 과정이 필요 없어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

지만 오보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다수의 관측정보를 취합하여 규

모 예측의 신뢰성을 높이는 ‘Network-based’ 시스템이 있다. 이 형태는 ‘Regional’ 시스템이나 ‘Front-

detection’ 시스템으로도 불린다. 경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나 중앙에서 정보들을 분석하

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경보가 늦게 전달된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시설의 안전을 위해서는 

Onsite 시스템을 활용하며,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보는 Network-based 시스템을 적용한다.

Onsite 시스템의 예로는 일본의 UreDAS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지진에 의한 고속철 신

칸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평균 20km 정도 떨어진 변전소마다 지진계를 설치하여 기준 규모 

이상의 지진이 예측되면 즉시 해당 구간의 전원을 차단하여 열차가 자동 정지하도록 한다. 또한 일본

에서 구조팀의 안전을 위해 개발된 이동이 자유로운 FREQL(Fast Response Equipment against Quake 

Load)도 Onsite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Network-based 방식의 예로는 미국의 ElarmS와 PreSEIS, 일

본 기상청이 제공하는 긴급지진속보, 이탈리아 남부의 Presto, 터키의 SOSEWIN 등이 있다. 이 시스템

은 진원 정보가 풍부하고 동시에 수신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멕시코

시티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인 SAS의 경우 멕시코시티에서 320km 거리의 게레로(Guerrero) 해안에서 

지진이 빈번하여 해안선을 따라 지진계를 일렬로 설치, 활용하고 있다(Wen 등 2009; Allen 등 2009).

기술적인 문제로는, 진원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울 경우, 분석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지진조기

경보가 지진의 전달 속도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지역은 조기경보를 수신할 수 없으며, 이

러한 지역을 ‘Blind Area’라고 한다. On-site 경보시스템의 경우가 Network-based 시스템의 경우보다 

Blind Area가 좁은데 이는 Network-based 시스템에서 다수의 정보를 취합, 분석, 및 전송하는데 시간

을 소모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진발생 상황에서 진원과의 거리가 가까운 Blind Area에 물리적 피해가 

집중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Blind Area 지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진조기경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Meier 등 2013).

3. 세계적 운영 현황

3.1 일본 

1989년부터 JNR(Japanese National Railway)에서는 신칸센의 지진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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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DAS 시스템을 연구 개발 해왔다. UrEDAS 시스템은 2011년  1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100개의 

GPS와 센서들을 추가하여 현재 1초 이내에 경보 발령이 가능하다(Nakamura와 Jun Saita 2007). 2012

년 기준 일본의 조기경보시스템은 전국에 고루 분포한 약 235개소의 지진계와 방재과학기술연구소의 

고감도 지진관측망 약 850개소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1995년에 발생하여 약 6,400명의 사망자

를 낸 고베 대지진(규모 7.2)을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늘려(5억 달러 규모) 2007년부터 기상청

(JMA, Japan Meteorological Agency)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긴급지진속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4에서 2006년 사이의 테스트 기간 동안 발령된 총 855개의 경보 중 오보는 26개 뿐 이었으며

(Zollo 등 2009), 이후 2007년 3월 25일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지진을 1분 만에 경보를 발령

하였다. 이 지진으로 사망자 1명, 부상자 356명이 발생하여 비슷한 규모의 고베지진에 비해 피해를 획

기적으로 줄였다. 일본 기상청은 긴급지진속보의 수신자를 일반 사용자와 고급 사용자로 나누어 각각

에 지진동 ‘경보’와 ‘예보’를 발령하여 적합한 수준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지진동 경보는 ‘일반 사용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진속보로서 발생시각, 진원 추정치, 진앙지명(전국을 200지역으로 분할)

을 발표한다. 일반적으로 TV, 라디오를 통해 문자나 음성으로 방송된다. 지진발생 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NHK 라디오 제 1방송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경 긴급지진속보에 사용되는 종소리를 들

려주며, 이 밖에 Docomo, AU, Softbank, EMobile 등 4개 통신회사에서는 지진조기경보 기능을 가진 어

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지진동 예보는 기기 제어 등을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더 필

요로 하는 ‘고급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상업무지원센터를 거쳐 전용 수신 단말기로 발신하며, 

추가적으로 규모 추정치와 도달하기까지의 유여시간을 발표한다. 

3.2 멕시코 

1985년 9월 19일 멕시코 서쪽 태평양만에서 발생한 미츠오칸(Michoacan) 지진(규모 8.1)으로 큰 피

해를 입은 이후, CIRES(Centro de Instrumentación y Registro Sísmico, A.C.)는 1989년부터 멕시코시티 

시 정부와 함께 세계 최초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경보시스템 SAS(Sistema de Alerta Sísmica 

de la Ciudad de México)를 개발했다. CIRES는 SAS를 통해 1991년부터 멕시코시티 지역의 25개 학교와 

지하철 등에 최초로 조기경보를 제공했고 1993년 5월의 규모 6.0 지진의 경보를 발령하는데 성공했다. 

1993년 8월부터는 일반인들에게도 조기경보를 서비스 하였는데 이를 위해 멕시코시티 내에 있는 58개

의 AM/FM 채널과 TV 6개 채널 그리고 멕시코시티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톨루카(Toluca)의 라디

오 3개 채널, TV 1개 채널을 이용하였다(Allen 등 2009).

1991년부터 2011년까지 SAS시스템은 2120건의 지진을 관측하여 13건의 ‘Public’ 경보(규모 6M 이

상)와 54건의 ‘preventive’ 경보(규모 5M~6M)를 발령했다(Espinosa-Aranda 등 2010). 2003년부터



는 오악사카지역에도 SASO(Sistema de Alerta Sísmica para 

la Ciudad de Oaxaca)를 제공하였다. 이후 둘을 통합하여 

SASMEX®(Sistema de Alerta Sísmica Mexicano)을 구성하였다. 

ASMEX®는 지진을 예측 규모에 따라 규모 6 이상의 ‘Strong’

한 지진과 규모 5 이상 규모 6 이하의 ‘Moderate’한 지진으로 나

눈다. 둘 이상의 관측소에서 Strong한 지진을 관측했을 경우 ‘Public’ 경보를 발령하고,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관측소에서 Moderate한 지진을 관측했을 경우 ‘Preventive’ 경보를 발령한다(Espinosa-Aranda 

등 2010). 각 관측소는 100km 내의 지진을 관측할 수 있고 10초 내로 규모를 예측할 수 있으며(Lee와 

Espinosa-Aranda 2003) 경보 전달을 위해 초단파(VHF)와 극초단파(UHF)를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또

한 이 시스템은 S파를 관측하고 나서 경보를 전송함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시티는 해안에서 320km 정도

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1분 내에 경보 전달이 가능하다. 수신자는 TV, 라디오, 그리고 2008년부터 

도입된 수신기 이렇게 총 3가지의 경로로 수신이 가능하다. CIRES는 지진조기경보의 수신을 위한 라

디오 전파를 사용하는 SASPER와 SARMEX®, 두 가지의 수신 장비를 개발하였다. SASPER은 라디오, 텔

레비전, 정부기관, 초등학교, 대학교 등에 사용되는 고정식 수신 장비이며 지진이 감지되면 1분간 소리

를 낸다. SARMEX®는 동일하게 3시간마다 정상 작동 여부 메시지를 수신한다. 2012년 멕시코시티 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모든 공립학교의 교실과 정부 기관에 총 5만 기 보급되었으며 연방정부의 지원으

로 추가적으로 4만기가 보급되었다. 162.400~162.550 MHz의 초단파(VHF)를 수신한다(CIRES 2013).

3.3 미국 

2008년 이후 USGS는 Earthquake Hazards Program을 통해 Caltech, UC Berkeley 등과 함께 미국 서부 

지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구해 왔다. 투자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USGS/ANSS(Advanced National Seismic System), 그리고 CalEMA 등으로부터 매년 1500만 달러씩 

지원을 받고 있으며, 사립 재단인 Betty and Gordon Moore Foundation에서는 2012년부터 관련 연구 

개발에 3년간 600만 달러를 후원받기로 하였다. CISN(California Integrated Seismic Network)에 따르면 

조기경보시스템의 완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관측소 설치 등을 포함해 향후 5년간 80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예산과 실행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미국 전역에는 1,700개 정도의 지진계가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설치된 지진 관측 장비 중 400개

정도가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유효하다. 캘리포니아의 지진계 설치 간격은 평균 약 10km 이며, 

캘리포니아 전역에 효과적인 지진조기경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00개 정도의 추가적인 관측소가 필

요하다. USGS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의 조기경보 제공에 걸리는 시간은 지역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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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나 일반적으로 1분 정도이다(USGS 2013). 

USGS는 2010년부터 조기경보 수요자들과 초기 모델인 ‘Shake Alert’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 

Shake Alert의 하나인 ElarmS는 Network-based기반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며, 지진이 도착하기까지

의 유여시간(Remaining time)과 예측 세기(Intensity), 예상 규모(Magnitude)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1

년 3월부터는 ElarmS를 통해 실제로 San Francisco Bay와 Central Coast 지역의 지진들에 대하여 ‘Shake 

Alert Decision Module’로 메시지 전송을 시작했다. 이후 2011년 3월 17일부터 26일까지 49번 발생한 규

모 3.0 이상의 지진들 중 45개를 탐지하는데 성공했고 오보는 2회였다(USGS Annual report 2011).

3.4 대만 

대만은 대만 기상청(CWB, Central Weather Bureau)을 중심으로 1992년부터 전국적으로 관측소를 설

치하여 운용하는 TSMIP(Taiwan Strong-Motion Instrumentation Program)을 추진하였다. 대만 기상청

은 1995년부터 응급 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지진긴급속보(Earthquake Rapid Reporting)

를 제공하였으며, 현재 약 20초 이내에 경보 발령이 가능한 기술 수준이다. 가까운 미래에 Regional 시

스템과 Onsite 시스템의 통합을 통해 10초 이내 경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일반 대중을 대상으

로는 지진조기경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Wen 등 2009).

대만 지진관측네트워크의 특징은 Regional 방식의 전국적인 실시간 강진관측망과 VSN (Virtual Sub-

Network)구조이다. 688개의 free-field station과 109개의 real-time sta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측소

의 신호를 일차적으로 VSN으로 전송하고, 최종적으로 실시간 데이터가 전용회선(50Hz)을 통해 타이

페이로 보내진다. 도, 고속철, 방재기업, 병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긴급방

송을 목적으로 하는 IP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다.

3.5 터키 

터키에서는 1999년 약 규모 7의 지진을 두 번 겪은 이후로 Shake Map과 Damage & Casualty Map 구

성 및 관측자료 수집을 위하여 긴급속보(Rapid Response)시스템과 조기경보(Early Warning)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초기에는 Iş-Kul 고층 오피스 건물과 Enron-Trakya 전기 발전 시설에만 조기경보를 발령

하였으나, 이후 Bogazici 대학교의 Kandilli 연구소와 Earthquake Research Institute에 의해 이를 이스

탄불 전역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2001년 장관회의(Council of Minister)에서 안건이 통과 

되어 2002년부터 도입되었다(Alcik 등 2009). 최종적으로 구축된 이스탄불 전역의 관측네트워크와 조

기경보, 긴급속보시스템을 통틀어 IERREWS(Istanbul Earthquake Rapid Response and Early Warning 

Systems)이라고 부르며, 현재 이스탄불 주 정부, 육군 제 1본부, 이스탄불 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의 지진관측네트워크는 신속 대응에 쓰이는 50km×30km 넓이의 인구 밀

집 지역에 설치한 100여개의 강진관측소와 마르마라 단층(Great Marmara Fault) 지역에 위치한 10개

소로 이루어진다. 100여개의 관측소와 중앙 Data Center 사이의 긴급속보의 전달은 전용선인 GSM 

communication 시스템을 이용하며, 12Hz로 필터링 된 최대 가속도와 최대 속도 자료가 매 20초마다 

SMS 형태로 전송된다. 이후 Shake, Damage, Casualty Map을 구성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지

진조기경보는 3단계로 적절히 제공되며, 단계에 따라 장비들이 자동으로 대응한다. 또한 경보는 암호화

되어 FM, UHF, 인공위성을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된다. 현재 지진발생 후 긴급속보까지는 5분 정도, 조

기경보까지는 8초 정도가 소요되며,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관측소 설치를 계획 중이다(Mert 등 2004).

4. 결 언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는 역사적으로 큰 규모의 지진을 경험한 나라에서 그 필요성

이 대두되어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해당 국가의 상황에 적합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한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 또한 단순히 해외의 시스템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지

질학적 상황 및 예상 지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전후의 

사회 경제적 피해 규모를 추산하여 비용 대비 효용성 분석을 바탕으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기경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신 대상자에 따른 맞춤형 교육 훈련 계획도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표. 국가별 지진조기경보시스템 특성 및 운영현황

국가 도입 시기 규모 및 성능 특징

일본 2007년

10초 이내 

평균 18Km 간격

1000여개의 관측소

일반 사용자와 고급 사용자의 구분을 둠

조기경보관련 세제 혜택

평소 지속적인 교육, 훈련, 피드백이 이루어짐

미국 시험운영 중

20~40초 

평균 10km 간격

400여개의 관측소

특정 지역(캘리포니아)에 집중하고 있음

지원자를 활용하는 저비용의 관측네트워크 연구가 활발

초기모델 시험운영 중

대만 2001년
20초 이내

800여개 관측소

특정수신자 대상 상용화

권역별 네트워크 형태

Regional 시스템과 Onsite시스템의 통합을 통해 10초 이내 경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멕시코 1991년
1분 이내

해안을 따라 100여개의 관측소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관측네트워크가 해안 지역에 집중, 전형적인 Front-detection형태

루마니아 2004년
20~25초 이내

19여개 관측소

멕시코와 비슷한 Front-detection 형태

불가리아와 함께 국경 지역을 지원하는 DACEA네트워크 구축

터키 2002년 10초 이내 2개의 관측망 특정 시설에만 경보

중국 2013년 10초 이내, 5000여개 관측소 2008년 이후 단기간 내에 독자적 구축,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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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조기경보체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신동훈

지진조기경보체제는 빠르게 전파된 P파로부터 지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보다 느리게 

전파되는 S파나 표면파가 도달하기 전에 진동의 세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렇

게 생산된 정보는 정확하게 전달되고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일반 사용자들이 짧은 시

간 동안 적절하게 대응하여 지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조기경보체제를 시작하는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을 꼼꼼하

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긴급지진속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12년

을 준비하였으며, 대만에서는 특정 가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6년 동안 연구 개발을 수행하였

다고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도 지진조기분석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많은 역

량을 기울여 왔다. 다양한 지진 R&D 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조기분석시스템의 구축과 시험운영을 수행

하였으며 지진관측망을 꾸준히 확충하였다. 하지만 지진조기경보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준비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따라

서 이 분야에서 후발 주자인 우리는 외국의 선행 연구 결과와 구축 사례들을 잘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

가 있다. 

다행히 지진조기경보체제의 핵심이 되는 지진조기분석 기술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외

국의 분석시스템을 우리의 국가지진관측망에 최적화하는 지금과 같은 방법도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

다. 또한 지금까지의 구축과정 및 시험운영을 통해 조기경보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들은 어느 정도 파악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중에서 한반도 및 인근지역의 지진 발생 특성의 차이로 인한 문제는 기술적으로 좀 더 보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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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

부분의 국가에서 지진조기경보체제는 지진

관측망 내부 또는 관측망에서 가까운 곳에

서 발생한 큰 규모의 지진을 대비하려는 목

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1,000km 이

상이나 멀리 떨어져있는 일본에서 종종 발

생하는 큰 규모의 지진은 우리에게 직접적

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지진조

기경보체제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는 아무런 진동도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에 설치된 대부분의 지진계들이 관측 한계를 넘어선 매우 

큰 진동을 기록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분석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를 극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조기경보체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분석시스템의 기술

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사항들도 폭 넓게 점검하고 부

족한 부분은 빠짐없이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지금 단계

에서 시급한 것들을 들라면, 지진관측자료의 품질 관리와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에서 “긴급지진속보”가 시행된 이후 다수의 성공적인 경보 

발령이 있었지만 이와 더불어 우려스러운 오경보도 있었다. 특히 2013년 8월 8일 발표된 오경보는 지

진조기경보체제의 불완전한 측면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한 관측소에서 잘못 감지된 신호

로 인해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 분석결과는 실시간으로 지진속보로 전파

되었으며, 신간센을 비롯한 다수의 열차가 정차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지진조기경보체제에서는 지진관측망에 속한 관측소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인 지진감시

체제에서는 관측망에 속한 몇몇 관측소가 오작동 해도 다수의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진조기경보체제는 지진 발생 이후 최소한의 시간에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므로 비교

적 적은 수의 관측자료로부터 지진정보가 생산되어야 한다. 이처럼 지진조기경보체제는 촌각을 다투

는 시간과의 싸움이며, 동시에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높은 정확도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분석에 사용

지 진 조 기 경 보 는  혼 란 스 럽 지 

않으면서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진의 규모와 진도의 차이점을 잘 

구 분 하 지  못 하 며 ,  여 전 히  일 부 

언론에서는 이들을 혼용하고 있다. 

지진조기경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생산되었다 해도 중간 전달자나 

사용자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지진에 대한 어떤 정보가 

조기경보에 담겨야 할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에게 전파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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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수의 자료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면 오분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기

상청에서 운영하는 모든 지진관측소가 항상 최상의 상태로 지진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

여야 할 것이다.

지진조기경보는 혼란스럽지 않으면서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진의 규모와 진도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지 못하며, 여전히 일부 언론에서는 이들을 혼용하고 있다. 

지진조기경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생산되었다 해도 중간 전달자나 사용자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지진에 대한 어떤 정보가 조기경보에 담겨야 할지, 그리

고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에게 전파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진조기경보체제의 원리와 한계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

진조기경보체제를 통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따라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지

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평소에 실제와 같은 훈련이 병행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일본에

서는 2007년 “긴급지진속보”를 시행하기에 앞서 지진조기경보의 원리와 기술적인 한계에 대해 소개하

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다(그림 1, 2). 심지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그

림 3)들까지 활용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긴급지진속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유

치원생들까지도 긴급지진속보

를 전해 들었을 때의 행동 요령

에 관해 반복적으로 훈련시켜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

다. 지진조기경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점도 많지만, 오경보로 인한 혼

란과 사회적 손실에 대한 우려

도 큰 것이 사실이다. 

이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진조기경보의 생산과 전

파 과정을 잘 점검하여 지진조

기경보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

울여주기 바란다. 그림 1. 일본 기상청에서 지진조기경보를 소개하는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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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 기상청에서 제작한 지진조기경보 홍보용 유인물

그림 3. 긴급지진속보 홍보용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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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의 사회경제적 피해와 
지진조기경보

삼성화재 GLCC 수석연구원 이호준

최근의 자연재해 피해 경향으로 경제적 피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

진재해는 단순히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그 지역과 나라의 경제활동과 발전에 심각

한 피해를 동반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에 중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가정

할 때 지진대책은 인적, 재산 피해량을 추계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피해 추계도 동시에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히 지진이 집적 피해에 더하여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 혼돈, 생산활동 가치 하락 

및 그 이후 간접적으로 경제활동의 수준 저하를 일으키는 단계적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초기 지진파로부터 그에 따른 지진동의 크기를 파악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지진조기경보체

계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그 정확성과 활용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예지가 어려운 지진재해를 예방

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임에 틀림없다. 10초 전 경보가 발령될 경우 예고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90% 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東京大学生産技術研究所),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그

렇지만 경보만으로 강진으로부터 건물과 인프라 시설을 보호할 수 없다. 지진조기경보가 사회경제피

해를 줄이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단순한 통계나 인터뷰를 통한 조사결과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본고에서는 지진피해 경감에 있어 지진조기경보의 역할을 논하고자 하

며, 이를 위해 먼저 지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어떤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진피해의 성격을 보면 직접적인 인명과 재산피해가 중후진국의 낙후된 사회에서 크게 발생

하는 반면 고도로 성장한 선진사회에 있어서는 간접적 경제손실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과거 1995년 

일본 한신대지진(고베지진)의 경우만 보더라도 6,434명의 인명피해에 더하여 재산피해는 9.9조엔에 

이르고 있다. 그로 인한 경제 피해액은 지진 후 10년을 두고 직접 피해액의 두 배 정도가 발생한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内閣府, 2010). 직간접 경제손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피해의 규모, 라이

프라인 피해규모 등 물리적 피해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산활동 피해와 중단으로 인한 영향

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쇄적 인과관계 또는 논리구조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 내, 

국가 내 나아가 글로벌 영역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진피해지역의 생산 주체들과 어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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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와 성격으로 이해관계를 두고 상호 영향을 파급했는지 정량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다. 직접적 경제피해 산출물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일본 동경에서 동계 18시 풍속 15m 하에서 규모 7.3

의 지진이 발생함을 가정할 때 화재피해를 포함한 직접 손실이 약 112조 엔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内閣府, 2013). 이 값은 다소 과잉된 추정치로 그 이유는 과거의 경험과 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분석

했기 때문이다. 피해는 지진발생시각이 다수의 시민이 활동 중 또는 취침 중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외 도시 활동이나 시민 이동, 산업 구조와 가치 및 당시 경제동향 역시도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

러나 피해액을 산출하는데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고정 변수의 대부분은 지진의 물성과 파라미터, 사

회 인프라시설의 물리적 강도 등으로 다양한 도심과 사회, 시황을 모두 고려되지 않고 있다.

많은 사회경제학자들이 거시경제정책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지진피해에 대한 중장기적 간접피해와 

그에 필요한 경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불확실성 하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에 대해 시나리오 설계라

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간접피해를 예측하는 경제모델에서 피해 시나리오는 GDP, 물가수준, 금리, 

환율, 경상수지 및 자본 등 국가의 경제 인자들이 주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지진에 관계하는 물리현상

들이 사회경제현상으로 전환해가는 기간을 지진재해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두 “계(system)”간의 매개

변수나 인과관계, 그리고 재해지속기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종류와 경우의 수가 무수히 많

다는 것이 간접적 사회경제피해 예측을 어렵게 하는 주된 이유이고 특정 시나리오에 한정한 거시경제

를 논하게 되는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진이 중장기적 사회경제영향을 초래하는 과정에서 지진조기경보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그 값을 정량화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기 위해 필자는 앞서 지진재

해 경제 분석의 과정을 먼저 소개하였다. 언급한 대로 지진조기경보는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제손실에는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보기 위한 일례로 공장 시설을 사

례로 들어보자. 공장 내부에서 파이프 또는 튜브로 전달되어야 하는 발화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

자. 지진동으로 인해 발화물질이 공기 중으로 누출되어 화재로 연결되는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지진조

기경보를 통해 10초라는 준비시간을 둔다 하더라도 공장의 모든 발화물질 공급 설비들을 수동으로 차

단하거나 조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진동을 인지하고 약액이나 발화물질 공급을 자동 차단

하는 부가장치가 지진조기경보에 연동되어 화재 폭발을 예방한다면 대규모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실제 

지진피해의 대부분이 건물과 비교하여 더욱 취약하게 설계, 시공되고있는 유틸리티, 전력공급장치 또

는 발화물질 공급장치 파손과 그에 따른 화재 폭발에 기인한다. 경보장치와 차단장치를 통해 주요 산

업시설에서의 화재나 폭발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가정만 보더라도 경제 손실은 크게 감소될 수 있다. 국

가 생산과 경제의 중심이 되는 기업이나 사회 인프라시설, 활동에 지진경보가 발령되고 이에 연동되

는 물리적인 안전장치가 부가적으로 가동된다는 조건이라면 국가적 차원의 직접적인 물적 손실은 규



모를 크게 달리할 수 있게 된다. 잠시간의 조업중단은 피할 수 없겠지만 재조달이 어렵거나 오랜 시간

을 요하는 “장치(equipment)”가 온전하다면 즉시 조업을 재개할 수 있고 생산기능 마비로 인한 간접적 

경제영향 확대 가능성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도시와 국가가 건재함으로써 그로 인한 신뢰성과 신용은 

사회적 가치로도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지진경보 하나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회경제 “계(system)”

의 연계구조는 그 수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결국 추산된 거시경제 손실을 최대값으로 보고 지진

조기경보라는 안전장치가 피해를 어떤 과정으로, 어느 규모로 줄일 수 있을지 역(reverse) 추산을 통해 

그 가치를 환산하는 성과를 오히려 기대하게 된다. 또한, 피해를 산출하는 주체들이 fault tree 등 다양

한 논리구조 기법을 활용하여 스스로 분석하고 이를 집적(integrate)하면 합산하면 지진이 주는 사회경

제적 영향과 긴급지진속보의 효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진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분석하는 일은 최근의 리스크 관리 트렌드가 원인 제어보다 영향 

제어 쪽으로 무게를 두는 데에도 맥락을 같이 한다. 요즘 안전을 비롯한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골든

타임(Golden Time)” 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의학에서는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

기 위한 초반 허용시간으로 부상자의 뇌, 심장 등의 핵심적 기관을 신속한 초동 처치를 통해 정상화하

여 생명을 연속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모든 재해와 사고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리스크와 손

실을 제어하기 위한 최신의 경영관리시스템인 연속성관리(continuity management)에서도 이를 최대

허용중단기간(MAO; Maximum Acceptable Outage)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능의 중단을 짧게 하여 경영

과 활동의 연장수단으로 이용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수단이다. 리스크를 사전에 모

니터,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은 향후 손실 기간, 규모와 성격을 크게 바꾸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간

과하면 안된다. 실제 사전감지에 대해 무방비상태였던 지진현상에 10초라는 사전 유여시간을 부여한

다는 것은 성공적인 골든타임 준수와 연속성 효과를 크게 높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진조기경보는 

지진재해에 있어 그것이 얼마일까를 논하기 이전에 활용 방법에 따라 직접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

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긴급지진속보에 대한 신뢰도는 2014년 현

재 65% 이며, 2017년 80%를 목표로 한다. 이제 시작한 지진경보에 있어 역사적인 획이 되는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체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 어느 분야에 어떠한 방법

으로 적용 또는 응용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경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

해야 할 것이다. 

• 日本の災害対策, 内閣府, 2013
•首都直下地震災害からの経済復興シナリオ作成の試み、 内閣府、2010
•予告なしの被害者を100％としての被害軽減予測研究データ、 東京大学生産技術研究所レポー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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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지의 지진안전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구조부지평가실 책임연구원 최호선

1. 서론

한반도는 유라시아판의 극동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 가장 가까운 판경계로부터 수백 km 떨어진 판

내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인근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은 판내지진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

여준다. 즉 지진의 발생빈도가 낮고, 판간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며 

지진이 발생하는 공간적인 위치도 불규칙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반도는 지진에 대해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알려져 왔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

으로 인한 숱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최근 한반도에서 태풍, 홍수, 폭설 등 다른 자연

재해에 비해 지진으로 인한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규모 3.0 이상 지진은 1년에 약 10

회, 규모 4.0 이상 지진은 1년에 약 1회, 규모 5.0 이상 지진은 1년에 약 0.1회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에서 규모 4.0∼5.0 사이의 지진이 발생하면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곤 한다. 최근 2014년 4

월 1일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1 지진이 그 예이다. 이런 뉴스에서

는 ‘국내 원전, 과연 지진에 안전한가?’란 기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

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목격한 언론들과 국민들이 지진에 대한 원전의 안전성에 불안감과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원전 자체의 내진설계에 자세한 내용은 글쓴이의 지식과 이 글의 주제

를 벗어나므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국내 원전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부지가 지진에 대한 안전성

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본론

서론에서 언급된 ‘국내 원전, 과연 지진에 안전한가?’라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다. ‘국내 

원전은 부지선정, 설계, 건설 및 운영까지 단계별로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과 대등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원전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잠재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지진에 

대한 충분한 대비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내 원전의 설계지진은 원자로 반경 320km 지역의 지질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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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특성 평가 그리고 반경 8km 이내 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를 통하여 결정한, 원전부지에서 예상

되는 최대지반가속도에 안전여유를 감안하여 0.2g(1g는 중력가속도로서 980cm/s2에 해당함. 신형 경

수로 원전은 0.3g임.)로 결정되었다.’

본론에서는 앞 문장에서 나오는 생소한 용어들과 함께 국내 원전부지의 지진안전성 확보 절차에 대

해 설명하고자 한다.

 2.1 설계지진의 정의

설계지진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원전을 설계할 때 고려하는 지진동을 의미한다. 지진동이란 어떤 지

진원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부지에서의 진동이므로 원전부지의 지진안전성과 바로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국내 원전의 설계지진은 관련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에서 준용하도록 

규정된 미국 연방법(10 CFR Part 100 Appendix A)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이 절차에 따르면 설계지

진은 안전정지지진과 운전기준지진으로 구분된다.

안전정지지진이란, 원전부지에서 예측될 수 있는 최대지진동으로서 원전의 안전과 관련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는데 고려되는 지진동이다. 말하자면 이 수준의 지진동이 

원전부지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전을 안전하게 정지시키는데 필수적인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지진동이라는 의미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0.2g 또는 0.3g가 

안전정지지진에 해당된다. 운전기준지진이란, 원전의 운전 지속 또는 정지와 관련된 것으로 원전 운전 

수명기간 동안에 원전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동이다. 즉, 이 정도의 지진동

이 원전부지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전을 지속적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설비가 제기능을 유지하

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지진동이라는 의미이다.

국내 원전의 경우 운전기준지진을 초과하는 지진동이 원전부지에서 발생하면 즉시 원전 운전을 중

단하고 피해조사 및 운전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2 설계지진의 결정

그렇다면 원전의 설계지진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국내 원전의 설계지진은 한반도 및 주변지역의 

지질 및 지진특성과 과거에 발생했던 지진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원자로 반경 320km 이

내 지역에 대한 지질 및 지진학적 조사를 통하여 지진발생구조와 지진지체구조구를 결정한다.

지진발생구조란,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지질구조를 말하는데, 일관성 있는 지질학, 

지진학, 지구물리학적 자료가 통합되어 확인되어야 한다. 지진지체구조구란, 지진발생과 연관된 특정 

지질구조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지진이 분산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지진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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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동일한 지역으로 가정한다.

지진발생구조의 경우, 최대잠재지진이 지진발생구조 상에서 원전부지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가정하며(그림 1(a) 참조), 부지가 지진발생구조의 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최대잠재

지진이 부지 하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다만, 지진발생구조의 운동에 의한 지표변형이 부지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지진지체구조구가 부지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최대잠재지

진이 지진지체구조구의 경계 상에서 부지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며, 부지가 속

한 지진지체구조구의 경우, 최대잠재지진이 부지 하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그림 1(b) 참조). 

이 경우에도, 부지 하부에 지표변형을 발생시키는 지질구조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가정에서 최대잠재지진에 대해 적절한 지진동 감쇄식을 이용하여 원전부지의 암반기초 

자유면에 야기할 수 있는 지진동을 계산하며, 만약 부지의 기초가 암반이 아닌 경우, 부지효과를 고려

하여 원전 기초 자유면에서의 지진동을 계산한다. 원전의 설계지진이 결정된 후에는 이에 대한 적합성 

확인 및 불확실성 영향 평가를 위해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이 수행된다.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

이란 지진의 발생위치, 크기, 발생시간, 그리고 부지에서의 영향에 대한 확률론적 모델을 통합하는 기

술이며, 그 목적은 특정 기간에 특정 크기의 지진동이 부지에 야기될 확률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로 각 지진발생구조 및 지진지체구조구의 최대잠재지진이 부지에 야기시킬 수 있는 

최대지반가속도를 모두 평가하여 그 중 가장 큰 값을 원전부지의 설계지진으로 결정한다. 국내 원전부

지의 경우에는 여기에 안전여유를 감안하여 0.2g(신형 경수로 원전은 0.3g임.)로 결정하였다. 설계지

진 0.2g에 대한 연간 초과빈도의 평균값은 대략 10-4/년 내외 수준이다.

 2.3 원전부지의 지반안정성

원자로 반경 8km 이내의 부지조사에서는 지표 지질조사 및 지진자료 평가를 통하여 원전의 안전성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질구조의 존재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한다. 특히 활동성단층의 존재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육상에서의 지표 지질조사뿐만 아니라 해양에서의 각종 물리탐사를 수행한다. 활동성

단층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서로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과거 35,000년 내에 

운동이 있었거나 500,000년 동안 2회 이상 운동이 있었던 지표 부근의 단층을 활동성단층으로 정의하

고 있다.

원자로 반경 1 km 이내의 부지에서는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학적 설계에 필요한 각종 

지반공학적 특성값을 얻기 위하여 보다 정밀한 지질조사,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가 수행된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활동성단층, 지반의 함몰 가능성 등 지반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를 확인함으로써 원전부지의 지반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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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원전의 내진설계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시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조물의 진동해석 결과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

하는 것을 내진설계라고 한다. 원전의 내진설계는 일반 시설물보다 높은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그 수준

을 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진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정확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

 2.5 지진발생 시 원전의 안전대책

국내 원전에서는 원자로 격납건물을 비롯한 주요 구조물 및 기기에 지진계측설비를 설치하여 지진

발생에 상시 대비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계측된 지진동의 크기가 0.01g(설계지진이 0.2g일 경우 1/20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경보가 발생하며, 즉각 관련 절차에 따라 주요 구조물 및 계통의 지진 

영향을 점검한다. 계측된 지진동의 크기가 0.1g(설계지진이 0.2g일 경우 1/2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원

자로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관련 절차에 따라 주요 구조물 및 기기의 지진 영향을 점검하며 지진에 대

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한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 영향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비상계획에 따라 비상

을 발령하여 유사시 주민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지진감시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4개 원전부지를 대상으로 원전부지 지진감시망(그림 2 참조)을 설치하여 

원전부지에서 발생한 최대지반가속도가 0.001g(설계지진이 0.2g일 경우 1/200 수준)를 초과하면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담당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실시간 지진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전부지 지진감시센터 홈페이지(http://emc.kins.re.kr)를 통해 관측결과를 유관기관 및 일반

인과 공유하고 있다.

3. 결론

한반도는 지진활동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안정대륙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동일본 대지진과 같

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지진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자연현상이며, 

일단 발생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무서운 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진발생 가능성에 항상 대

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 원전은 부지선정, 설계, 건설 및 운영 단계별로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과 

대등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진에 대한 충분한 대비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원전부지는 지진에 대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를 통해 원전부지의 지진안전성

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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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1. (a) 지진발생구조와 (b) 지진지체구조구에서 최대잠재지진이 발생할 경우, 

원전의 설계지진을 결정론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가정하는 개념도

그림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전부지 지진감시망 개념도

•원자력안전위원회, 2012,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1, 부지 설계지진 결정,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 현황, 규제지침, KINS/RG-N01.07.

•U.S.NRC, 1997, Seismic and Geologic Sit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10 CFR Part 100 Appendix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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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S를 이용한 지진모니터링 현황 및 
한반도 지각변동 경향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하지현

인하대학교 지리정보공학과 교수 박관동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으로 대표되는 위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은 측지, 측량, 항법 등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전 세계

적으로 지진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GNSS 분야

에서도 지각변동 모니터링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환태평양조산대에 속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진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중 한 곳인 미국 서부 캘리포니

아와 일본은 1980년대부터 GNSS를 이용한 지각변동 및 지진 모니터링 연구를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

우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단층 모니터링을 위하여 서부 캘리포니아는 물론 로스엔젤레스에 250여개

소의 GPS 네트워크 SCIGN(Southern California Integrated GPS Network)을 구축하여 지각의 움직임과 

지진과의 상호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SCIGN은 USGS(US Geological Survey), SIO(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그리고 JPL(Jet Propulsion Laboratory)의 공동 프로젝트로, 홈페이지(http://www.

scign.org)를 통해 GNSS 관측소 정보와 실시간 지각변동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 기고문Special article

그림 1. SCIGN 네트워크 분포 및 분석 결과 제공 화면(http://www.scig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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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진과 화산활동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전국에 1,200여개소로 구성

된 GEONET(GPS Earth Observation Network)을 구축하였다. GEONET은 GSI(Geospatial Information 

Authority of Japan)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 관측소는 평균 20km 간격으로 배치되어 일본 

전역의 실시간 지각변동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1년, Tohoku-Oki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GEONET을 이용하여 지진의 전파 경로와  지각변동량이 신속하게 분석된 바 있다.

 

국내에는 1990년대 중반에 GPS가 도입되어 2014년 현재 전국에 약 180여개소의 GNSS 상시관측소

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관측소는 2000년부터 구축된 것으로 축적된 관측 데이터

가 부족하여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GNSS기반 지각변동 연구가 시작되었다. Hamdy et al.(2005)

은 2000년도부터 3년간 관측된 GPS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반도 내의 활성단층대에 대한 지각변동 경향

을 분석하였으며, Jin and Park(2006)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각변동 경향과 응력분석 연구를 진행하

였다. 이들 선행 연구에 의하면 한반도는 동남쪽으로 연간 2∼3cm 수준의 안정적인 지각변동 경향을 보

이며 동서 방향으로 5nstr/yr 크기로 수축, 남북 방향으로 10nstr/yr 크기로 팽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2011년, 토호쿠(Tohoku-Oki)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 주변에서 종전의 경향과는 다른 크

고 작은 지각변동이 빈번하게 관측됨에 따라 지진 모니터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토호쿠 대지진은 2011년 3월 11일 05시 46분경(UTC 기준) 우리나라의 북동쪽에 위치한 일본의 토호쿠 

지역에서 발생한 Mw 9.0 규모의 강진으로, 이 지진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에까지 대

형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였으며, 2만 6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후쿠시마 원전시설이 붕괴되는 

등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토호쿠 지진이 발생한 직후, 언론을 통해 

그림 2. GEONET을 이용한 Tohoku-Oki 대지진 이후 지각변동 분석 결과(http://supersites.earthobservatio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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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황과 한반도의 영향에 대해 보도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한반도의 지각변

동 영향에 대해서도 보고되었다. Baek et al.(2012)과 Ha et al.(2014)에 따르면 한반도는 진앙지 방향, 

즉 동쪽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연간 이동 크기만큼 이동하였으며 응력의 크기와 방향에도 종래와 달라

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진발생 직후에 변화된 지각변동 경향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동서 방향으로 팽창하는 힘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서해안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활성단층 경계부분에서 팽창과 수축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해당 지역

에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는 2014년 초 발생한 서해안 지

역의 크고 작은 지진으로 현실화 되었으며, 다양한 분석을 통해 서해안의 지진이 토호쿠 대지진에 의

한 영향인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GNS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호쿠 대지진으로 인한 한반도 지각변동 경향의 변화는 응력변화 이외에도 지각운동 속도에도 영

향을 미쳤다. 지진발생 이전, 한반도의 지각변동 속도는 수평방향으로는 동남쪽 방향으로 2∼3mm/yr

라는 안정적인 속도를 보였으며, 수직방향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즉, 한반도는 수평방향의 이동은 있으나 수직방향의 상승이나 하강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

다. 그러나 지진발생 이후 수평방향 이동속도가 30% 수준으로 증가되었음은 물론 수직방향의 속도에

서도 변화가 관측된 것이다.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2013)에 따르면 한반도 전역에서 음의 방

향의 수직방향 속도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의 방향 지각변동은 지반 침하를 의미하는 것

으로 일본의 경우 진앙지 주변에서 1m 수준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금번 대지

진이 수평방향 뿐만 아니라 수직방향의 지각변동에도 영향을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한반도 내에서 관측된 수직방향 지각변동 크기는 연간 1∼3mm 수준으로 일본에 비해 매우 작

다. 그러나 한반도 전역에서 종래에 관측된 적이 없었던 수직방향의 지각변동이 관측된 것은 이례적이

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진앙지에 가까운 강원 동해안 지역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나 상세한 분

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Tohoku-Oki 대지진에 의한 한반도의 순간적인 지각변동 크기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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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는 연간 100여건의 지진이 보고될 정도로 급격한 지진발생 빈도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종래에 한반도 지각변동의 경향과 비교해 볼 때 기록적인 수치임에는 틀

림없다. 일부에서 분석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토호쿠 대지진은 한반도에 적어도 5년간 지각변동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 초에 발생한 서해안 지진 이후에도 대략 50% 수준의 지진 후 이완 

진행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2013년 발생한 100여건의 지진 중 대부분이 Mw 3 미만의 미소지

진이라는 점과, 미소지진이 Mw 6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기 전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지진 후 이완과정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꾸준히 발생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그림 4. 한반도 주변형률 크기와 방향 변화 경향

그림 5. Tohoku-Oki 지진 후의 면적변형률(2013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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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하여 지속적인 감시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수원(SUWN) GNSS 상시관측소 좌표 시계열

• Beak, J., Shin, Y.-H., Na, S.-H., Shestakov, N. V., Park, P.-H., and Cho, S., 2012, Cosesmic and postseismic 

crustal deforma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caused by the 2011 Mw 9.0 Tohoku earthquake, Japan, from global 

positioning system data, Terra Nova, Vol. 24, No. 4, pp. 295-300

• Ha, J., Park, K.-D., Won, J., and Heo, M. B., 2014, Investigations into Co-seismic Deformation and Strain in South 

Korea Following the 2011 Tohoku-oki Earthquake using GPS CORS Data,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Vol. 

18, No. 2, pp. 634-638

• Hamdy, A. M., Park, P.-H., and Lim, H.-C., 2005, Horizontal deformation in South Korea from permanent GPS 

network data 2000-2003, Earth Planets Space, Vol. 57, No. 2, pp. 77-82

• Jin, S., and Park, P.-H., 2006, Strain accumulation in South Korea Inferred from GPS measurements, Earth Planets 

Space, Vol. 58, No. 5, pp. 52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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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지진교육을 알게 된 건 학부생 2학년 때였다. 그땐 연구실을 처음 들어오기도 

했고 모든 게 낯설던 시절이었다. 석사과정 언니들이 전국의 학교를 찾아다니며 교육을 

하다니! 그땐 언니들이 정말 전문가 같았다. 난 절대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

지만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나는 지진 강사단이 되었고, 기다리던 강의의뢰가 

들어왔다. 막상 강의 날짜가 다가오니까 긴장하기 시작했다. 많이 떨어서 애들이 시시

한 강사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서투른 진행 때문에 선생님이 지적하면 어떡하지? 등 

설레기도 했지만, 걱정을 한가득이었다. 소수정원으로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지만, 

이번 강의는 정원이 35명이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수업 중간에 

한눈을 팔지 않고 이해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도중에 중학교 시절 빙고를 하던 때

가 생각났다. 3x3 빙고라서 많은 시간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전날 밤 빙고준비를 

하고 있으니 진짜 내일이라는 실감이 났다. 

드디어 5월 15일, 디데이 날이 다가왔다. 신기하게도 처음 강의하러 가던 날은 스승의 

날이었다. 거제를 지나 통 영으로 가는 길은 길었지만 이젠 걱정보다는 설렘이 더 앞

섰다. 강의 시작 전까지의 준비과정은 백지장처럼 하나

도 생각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목소리를 떨어가

며 나는 도입부를 시작하고 있었다.

빙고와 함께 아이들의 질문을 유도하면서 진행하다 

보니 두근거렸던 떨림이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다. 비

록 마이크를 잡은 손이 땀으로 흥건했지만, 처음의 기

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남자 아이들이라 짓궂을 것 같

굴지득금(掘地得金)!,  

 소중했던 3일의 기억

부경대학교 석사과정 김령이



았는데 오히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 

많아 중재하지 못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

다. 반응이 좋으니 수업진행도 매끄러웠

고 부산에서 통영까지 왔던 운전 피로

도 씻은 듯이 없어졌다. 시작이 괜찮아

서인지 앞으로 남은 강의도 수월할 것

만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자만이었고 다음

으로 방문한 동해초등학교에서 바로 확

인이 되었다. 강의 자료도 충분히 준비했고 많은 관련 동영상도 준비했다. 충분한 준비라고 생

각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긴장감이 오지 않았다. 

문제는 강의를 시작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부터였다. 아직 3학년 과학에서는 지진과 지진해

일, 화산을 다루지 않아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많았다. 4학년이 되어야 진원, 진앙 

등 기본적인 단어를 배우게 되는데 난 사전에 그것을 알아가지 못했다. 그러니 아이들이 집중하

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처음 강의와는 달리 이번 강의는 중간부터 떨리기 시작했다. 다행히 사진이나 동영상자료를 

많이 준비해가서 아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한 이론을 이해시

키기보다는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과 실습을 하면서 지구의 판구조 등 준비한 자료를 가지

고, 아이들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하나하나 천천히 해나갔다. 아이들과 

함께 호흡해 나가는 것이 이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칠 때보

다 초등학생을 가르치면서 느낀 점이 더 많았다. 올해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포항 동해초등

학교에서의 강의는 우여곡절 끝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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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문Special article

여름방학의 끝자락에서 좋은 기회를 얻어 다시 강의할 일이 생겼

다. 마산 한솔 유치원에서 강의하게 되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던 생각이 나서 걱정이 많았다. 

35분 동안 아이들의 집중력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 지진, 지진

해일까지 교육을 해야 하는데 가능한 분량일까? 등등 많은 궁금증

과 불안을 가지고 마산으로 향했다. 도착하니 몸집이 작은 아이들

이 옹기종기 모여 밝게 인사하니까 나의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다. 

다행히 보조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먼저 동화 구연 하듯이 아이들

과 소통하시니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감이 왔다. 판

의 운동에 관해 설명하였는데 몇몇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지금도 

땅이 움직인다고 하니 아이들 모두 엎드려서 조용히 귀를 대고 있

는 것이었다. 그 순수함이 매우 귀여워 아이들과 수업하는 내내 웃

었던 기억이 난다. 

준비한 수업자료가 많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수

업 도중 질문이 쏟아져서 35분 수업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35분 동안 아이들의 집중력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 지진, 지진해일까지 교육을 해야 하는데 

가능한 분량일까? 등등 많은 궁금증과 불안을 

가지고 마산으로 향했다. 도착하니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밝게 인사하니까 나의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다.

다행히 보조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먼저 동화 

구연 하듯이 아이들과 소통하시니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감이 왔다. 판의 

운동에 관해 설명하였는데 몇몇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지금도 땅이 움직인다고 하니 아이들 

모두 엎드려서 조용히 귀를 대고 있는 것이었다. 

그 순수함이 매우 귀여워 아이들과 수업하는 

내내 웃었던 기억이 난다. 



난 총 세 번의 지진강의를 나갔고 각각 다

른 나이의 아이들을 만났다. 강의하기 전 나

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일수록 다루기가 어렵

고 질문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중학교 → 초등

학교 → 유치원 순으로 강의하였는데 아이들

의 순수한 궁금증은 유치원 아이들이 많았고 

질문에 두려움이 없었다. 현재 대학교 수업 분

위기는 교수님이 질문하시면 그 질문에 두려움

을 가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나서기를 무서워한다. 그래서인지 수업시간이 아주 조

용하다. 그에 반해 유치원 아이들과 초등학교 아이들은 답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자

신감 넘치게 손을 번쩍 들어 수업 분위기가 활동적이다. 점점 커가면서 잃어가는 자신

감을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고 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에게 이번 세 번의 강의는 뜻

하지 않게 얻은 배움이 있었고, 잊지 못할 최고의 3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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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해역지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기상청은 4월 2일, 서해 해역지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4월 1일 서격렬비도 해역지진(규모 5.1) 등 서해 해역지진의 발생 

원인에 대해 집중 토론하였다. 지진전문가들은 서해 해역지진이 서해 

활성단층(약한 지체구조)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서해 해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서 규모 5.0 정도의 중규모 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지진관측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기상청은 5월 9일, 「지진관측법」 하위법령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민·관·학·연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 제정안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  민·관·학·연 

이해관계자들은 제정법의 입법취지에 공감하였으며, 지진조기경보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제정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제정법안에 맞춰 

「지진재해대책법」을 연계 개정하기로 하였다.

기상청 정책자문위 지진분과위원회 개최

기상청은 6월 25일과 10월 7일, 2차에 걸쳐 2014년도 국가지진업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듣고자 정책자문위 지진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1차 회의에서는 「지진관측법」 하위법령 제정, 서해 해역지진 발생 현황 

및 대책 등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백두산 화산 현황 및 

분화 가능성, 경주·영흥 등 최근 지진 발생현황 및 대책 등에 관한 

논의하였다. 기상청은 지진정책 방향 설정에 자문회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기상청-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간 업무협약 체결

기상청은 7월 24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지진업무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진통합네트워크 연계, 지진관측소 설치와 관측장비 성능시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기상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지진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하여 지진정보를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2014년 기상청 지진 뉴스



  

지난 4월 16일, 우리 사회의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여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청은 기상과 지진에 대한 방재기관으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대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지진·지진해일·화산은 사전 예측이 어렵고, 한번 발생

하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가져옵니다. 올해 4월에는 기상청이 지진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래 네 번째로 큰, 규모 5.1의 지진이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해역에서 발생 

하였습니다. 이 지진은 수도권 일대에서도 진동이 감지되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였

습니다. 또한,  9월에는 경주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하여 인근 원전부지의 지진 안정성이 

집중 조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상청은 지진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진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은 기상청 지진업무 발전에 있어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태 위원님(대표발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지진·

고 윤 화 기상청장

발간사Presidentﾕs Message

「2014 지구물리 발전 포럼」 개최

기상청은 6월 3일, 국가 지구물리 관측체계 구현 및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지구물리 발전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구물리 현황 및 발전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지 구 물 리  관 측 기 관 들 은  지 구 물 리  관 측 자 료 를  총 괄  관 리 할 

국가기관으로서 기상청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측기관 간 중복관측 

방지 및 자료 공유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일치하였다. 이를 위해 

관측기관 간 관측자료 표준화 등에 관한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백두산 화산·지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기상청은 8월 22일, 백두산 화산 분화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백두산 

화산·지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화산전문가들은 

백두산이 우리 영토가 아니므로 관측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기상청이 중국지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관측자료를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백두산 화산 연구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의 장기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중국 

연구자 간 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개최

기상청은 3회에 걸쳐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관측기관들은 관측기관협의회를 기존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 

운영하여 관측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였다. 지진관측기관협의회에서는 

지진관측자료 공유 방안,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제3차 회의에서는 경주·영흥지진 발생에 따른 

원전부지의 지진안전성과 주변지역 지진 공동감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제10차 한·중 지진과학 기술협력회의 개최

기상청은 11월17일∼20일, 중국 난징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중 

지진과학기술협력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지진 및 

화산자료·정보 공유체제 구축 등 4개의 의제에 합의하였다. 백두산 

화산활동에 대한 감시기반 조성과 연구 강화를 위한 백두산 화산활동 

관측자료 공유 및 서해해역 지진 발생 대비 지진관측자료 공유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양국의 지진·화산 전문가 간 공동연구를 위한 인적 

교류 등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추진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사진으로 보는 2014년 기상청 지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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