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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지진과 화산이라는 현상을 일으키는 끊임없는 땅 속의 움직임이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의 지각 활동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남의 

일이거니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발생의 빈도가 낮을 뿐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과거 지진 발생의 역사적 기록이 말해 줍니다.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이웃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진의 예측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조 현상을 파악하여 

지진을 예측해 보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지만 땅 속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한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노력과 연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금년 1월부터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 50초 이내에 발표할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최종 목표는 2020년까지 지진조기경보를 10초 이내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지진정보의 ‘신속성’은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산업적 손실도 줄여 줄 수 있는 지진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원자력, 고속열차, 반도체, 대형병원 등 진동에 의해서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서 

특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 먼저 전달되는 P파를 감지하여 분석·발표함으로써 피해를 

발생시키는 S파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해보자는 것이 지진조기경보의 궁극적인 

초 이내로 단축하는

수 있는 지진의 핵심

날 수 있는 분야에서 

발표함으로로써 써 써피해피해피해피해피해피피해피해피해를 를 를를를를를를

조조조조조조기경기경기기기기기기 보의 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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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이자 비전입니다. 최종 목표까지의 기술개발 과정은 녹록지 않겠지만 단 한 번의 지진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안전에 대한 의식의 무장으로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입니다. 

금년 4월 기상청은 국내의 모든 지진관련 정보를 통합 수집하여 전문가와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위하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전문가 위주의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도 지진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점차 고도화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진관측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진관측장비의 검정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도 착실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 발간을 맞는 지진포커스는 지진과 화산에 대한 최근의 이슈를 진단해 보고 기술을 소개하는 

한편 국가지진업무의 미래 주제를 함께 공유하면서 지식과 창조를 유도해 오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층 

더 다양해진 콘텐츠를 담은 금년도 지진포커스가 지진에 대한 이해와 방재에 많은 도움과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다양해진 콘텐츠를 담은 금년도 지진포커스가 지진에 대한 이해와 방재에 많은 도움과

기대합니다. 

2015.  12.

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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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약 45억 년 전에 생겼다고 한다. 지구가 만들어지던 과정은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옥과도 같

은 고온의 상태였겠지만 이때부터 이미 지구는 태양의 행성으로서 지금까지 ‘살아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살아 있음의 

가장 믿을 만한 증거가 지진과 화산이다. 수억 년 전의 판게아 대륙이 지금의 7개 대륙으로 분리된 것도 지구의 껍데

기인 지각의 끊임없는 움직임이 없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구는 이렇듯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과 미래에

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 한 살아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살아 있음의 작용이 지진과 화산이라는 형태로 나

타나 우리 인류의 의식 깊은 곳에는 항상 두려움으로 저장되어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느 지역 발전연구원에서 그 지역 대도시의 안전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 도시

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자연재난 중 ‘지진’이 응답률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폭염(가뭄)과 풍수해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한다. 지진이 다른 재난에 비해서 국내에 입히는 피해가 거의 없는데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것은 이웃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피해가 순식간에 놀라울 정도로 큰 규모로 벌어진다는 사실을 이

미 인지를 하고 있는데다 지역 여건상 원자력발전소나 많은 산업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터라 지진에 가장 먼저 우려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나 싶다. 

지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의 원인은 지진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지진이 많

이 발생하는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현상 분석을 통해 지진에 대한 예측을 다양하게 시도했었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암석에서 튕겨져 나온 전자가 공기층과 만나면서 이른 바 ‘지진광'이 발생한다는 연구 사례가 있는가 하면, 구름의 형

태가 변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지진을 예언했고 열흘 뒤에 실제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람도 있다. 일본 어느 해안가에

서는 돌고래가 집단 폐사한 뒤 그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동물의 이상행동과 지진 발생의 상관성이 있다는 추측

성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우리는 이것들이 지진의 전조현상이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하지만 모든 지진에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확립된 전조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기상과는 달리 지진은 왜 예측하기 힘들까. 미래는 현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현상과 흐름을 잘 파악하

기상청 지진화산관리관   윤원태



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미래다. 대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의 상태가 측정 가능한 영역이다. 하

지만 땅 속의 영역은 예측에 적용될 만큼 실시간으로 충분하게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데 있다. 지진 해법의 고

민은 항상 이 지점에서 맴돌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많은 연구를 통해 일부분 지역의 단층구조는 파악되고 있지만 

동적 측면의 관찰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요원하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최단시간에 지진발생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도 2015년 1월부터 지진조기경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것은 피해를 주는 지진파(S파)가 오기 전에 피해를 주지 

않지만 먼저 감지되는 지진파(P파)를 매우 짧은 시간에 분석하여 지진의 규모와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다. 지금은 규

모 5.0 이상의 국내 지진이 발생하면 50초 이내에 알려주는 체제로 되어 있다. 기상청은 이를 2020년까지 10초 이

내로 앞당기는데 목표로 두고 2016년도부터 제2단계 고도화 사업에 추진할 예정이다. 지진조기경보의 고도화는 지

진파를 탐지하는 하드웨어와 지진파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가 한 몸으로 동반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 기상청은 지진

관측망의 조밀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다른 지진관측기관의 자료까지 포함하여 활용되는 현재의 195개소의 지진관측

지점을 2020년까지 314개소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국내 다른 관측기관의 신뢰도 높은 지진관측자료의 추

가적인 공유를 통해 공동 활용의 이점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다. 지진조기경보를 위해 적용되는 분석기술은 간단하지 

않다. 먼저 도착하는 P파의 파형을 순식간에 분석하여 규모와 위치를 산출해 내기 위해서는 많은 변수가 필요하기 때

문이다. 또한, 너무 신속성을 강조하다 보면 경보의 신뢰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 측면을 모두 잡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분석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2020년까지 로드맵을 설정하여 서두르지 않겠지만 내

실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는 지진의 규모(Magnitude)뿐만 아니라 지진의 진도(Intensity)까지 

지진정보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될 것이다.

지진조기경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명과 재산 피해의 최소화다. 재산이라는 범주에는 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

반시설도 포함된다. 땅의 흔들림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 지진조기경보는 이 흔들

림이 오기 전에 조치를 취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빠르게 정보를 발표한다고 해도 최종 이용자의 활용이 없다면 

맹인에게 문자를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다. 지진정보의 인지와 동시에 대피 등의 조치가 반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평

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방송을 통해 내보내는 경보 시그널을 귀에 익숙해지도

록 평소에 반복적인 학습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기상청도 지진조기경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지진조기경보가 지진

의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지진은 판과 판이 부딪치면서 오랫동안 누적된 힘이 일시적으로 방출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계속 축적되어 가던 힘

이 반발력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하는 순간이 언젠가는 도래한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안전했다면 지금 이후의 시기는 더 

큰 지진이 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의미다. 그래서 지진재해의 영역에서는 위험 

총량의 법칙이 적용된다. 큰 지진을 아직 겪지 않은 지금의 우리 세대는 어쩌면 지진의 힘이 아직은 축적되고 있는 운 좋

은 시기에 살고 있는 세대인지 모른다. 그래서 더 준비가 필요하다. 군대는 언젠가 도래할 수도 있는 전쟁에 대비하여 끊

임없이 훈련한다. 지진이 나지 않는다고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은 수십 년간 전쟁이 나지 않았으니 국방비를 줄이자는 것

과 같다. 지진에 대한 대비는 전쟁에 대한 대비와도 같다. 기상청은 큰 지진의 가능성에 항상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금년 4월 지구의 지붕이라 불리는 네팔에서 채 1분도 되지 않은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지진의 참

상을 보면서 이러한 재앙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냥 기우이기를 바란다.  

0504Earthquake Focus



F   CUS. 1

지진 
지진해일 
화산 

국내

20세기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 기술에도 불구하고 지진 및 지진해일의 발생 가능성은 물론 

강도조차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도 여러 가지 형태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분화시기를 예측한다거나 강도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화산의 분화는 가능성만으로도 그 위험도를 예측하고 국가와 사회와 

기업 단위에서 대응 및 피해 경감 대책을 수립할 필요는 이전에 발생하였던 많은 피해 사례를 돌아볼 때 

지극히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화산재해에 대한 위험도의 추정은 분화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분화에 

따른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수립을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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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기상연구관   황의홍 

2007년 1월 20일 저녁 8시 56분경, 강원도 오대산 인근에서는 매우 강한 진동이 발생하였고 그 진동

은 강원도는 물론 전국 대부분 지역까지 전달되었다.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기상청은 지진이 발생하자 약 2분 후 지진속보를 통해 강원도 지역에서 지진동이 감지되었음을 발표

하고, 5분 후에는 지진 발생 위치와 규모를 포함한 지진통보를 통해 발표하였다. 이 때 지진발생 정보

를 국민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주요 방송사에 자막방송을 요청하였으나 실제 자막은 지진이 발생한 후 

이미 12분이 경과하였다. 지진의 진동이 한반도 전역에서 사라진 이후에서야 일반 국민은 지진이 어

디에서 얼마나 크게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오대산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동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전파하면서 대다수의 국민이 큰 두려

움에 떨면서도 그 이유를 바로 알 수가 없었다. 기상청이 최대한 빨리 지진속보를 발표하였다고는 하

지만 이미 그 시점은 지진동이 지나간 이후였기 때문이다. 지진이 발생한 위치부터 서울까지는 100 

km 이상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진 발생 후 20~30초만에라도 지진 발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면, 일

반 국민이 느끼는 두려움은 훨씬 적었을 것이다.  

이러한 오대산 지진은 보다 신속한 지진정보의 전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기상청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

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기상청은 2015년부터 지진관측 후 50초 이내, 2020년부터는 지

진관측 후 10초 이내까지 지진조기경보 서비스를 통해 지진발생 사

실을 최단 시간 내에 국민에게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올해 1월 22일부터 한반도 일대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

진이 발생하면 지진관측 후 50초 이내의 지진조기경보 서비스를 시

행하고 있다. 

지진조기경보 서비스는 정확성을 위한 기존의 방법과 달리 신속성

을 위함과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성도 확보해야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지진조기경보 서비스의 성능은 지진발생 위치

그림 1

지진조기경보 대상 구역



는 평균 약 8 km 이내, 지진의 규모는 약 0.5 이내로 비교적 정확하게 지진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

으며 최초 지진관측 이후 평균 36초 만에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이다. 

오대산 지진이 발생할 당시 이와 같은 지진조기경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면, 지진발생 후 약 38

초 만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지진 정보를 전파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시점까지 지진의 진동

은 지진발생 위치부터 약 120 km 지점을 통과(S파의 속도 3 km/s 가정 시)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수도권은 진동에 대한 대비가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상청 지진통보 결과와의 비교 (2015.1~11.)

거리차이
(km)

규모 차이
관측소
사용 수

소요시간

최초 관측
(지진발생-P파 최초도달)

통보 시간
(최초관측-통보시각)

전체 8.02 0.45 26 5초 36초

내륙 3.89 0.47 35 4초 34초

해역 10.8 0.44 17 7초 38초

기상청은 올해 1월부터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시행으로, 지진 발생 규모에 따라서 지진조기경보, 지

진속보, 지진통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지진조기경보와 지진속보는 규모 5.0을 기준으로 지진동에 의

한 피해 가능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여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지진에 대해서는 지진통

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단순한 정보 수준으로 제공 중인 지진속보는 향후 지

진조기경보의 분석 정확도에 대한 성능 향상을 통해 보다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

갈 예정이다. 

대상 규모 서비스 종류 소요 시간

규모 5.0 이상
지진
조기경보

지진
통보

 50초 이내

규모 3.5~5.0 지진속보 120초 이내

규모 2.0~3.5 300초 이내

 기상청의 지진특보 종류 (2015년 현재)

기상청이 지진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진조기경보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빨

리 지진발생 여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지진조기경보 서비스는 실질적인 효율성이 부

족하므로 지속적인 성능개선과 기술개발을 통해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지진조기경보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인 Blind Zone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지진의 강한 진

동에 해당하는 S파의 속도를 3 km/초라고 가정하면, 현재의 지진조기경보 서비스는 약 120 km 내

외의 Blind Zone이 존재한다. 지진관측과 분석 소요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분석 정확도에 대한 성

능 향상을 통해 10초 이내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Blind Zone을 30 km 이내로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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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2015년 11월 24일 울산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2의 지진에 대한 결과이다. 현재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지진관측 후 35초 후 정보 제공이 가능하였으며, 그 시점의 Blind Zone은 약 

120 km이다. 향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13초까지 시간을 단축한다면 Blind 

Zone은 약 45 km까지 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진조기경보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가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진조기

경보에 의한 지진피해 최소화는 지진동이 지나가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

이다. 이를 위해서 지진의 발생 위치와 규모와 더불어 지역별로 실제 지진동의 크기에 해당하는 진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진조기경보 서비스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형

성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이 올해부터 지진조기경보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매우 낮

은 수준이다. 아무리 효율적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하더라도        

정보를 활용해야 할 수요자가 그 정보의 의미와 가치를 모른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진조기경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지

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자신과 가족을 보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진조기경보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현재 지진조기경보의 분석 정확도는 충분히 양호한 신뢰도를 보여주

고 있지만, 향후 소요시간을 단축해 나갈수록 사용할 수 있는 관측

자료는 적어지므로 분석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잘못된 지진조기경보는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진분석 정확도를 일정수준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지진은 현대의 과학기술로는 정확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자연 현상의 하나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

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만

큼 지나칠 만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는 충분한 내진설계와 지진 발

생 후 즉각적인 복구 등을 통한 피해 최소화가 매우 중요하다. 지진조기경보는 신속한 정보 전파를 통

해 즉각적인 복구와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진 발생 시 Blind Zone 

외곽에 위치한 주요 시설물과 국민 개개인의 진동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은 2020년까지 지진조기경보 서비스가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의 신뢰

도 확보를 통한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

할 것이다.  

그림 2

지진조기경보 
소요시간에 따른 Blind Zone



지진은 태풍이나 화산폭발 등 다른 자연 재해들처럼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지만 다른 재해들과는 

달리 언제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아무런 징후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공포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와 크기를 가지는 지진이 발생할지를 예측하는 지진 

예측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모든 지진학자들의 꿈이지만, 이러한 기술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며 앞

으로 현실화 될지도 알 수 없다. 지진 예측 기술의 개발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매우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되지만, 지진에 의해 발생하게 될 지진동을 예측하는 지진동 예측 기술은 불완전하나마 이미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여러 지역에서 지진 대비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지진동 예측 기술의 개발이 가

능해진 것은 오랜 기간 동안의 지진 연구를 통하여 지진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지진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 효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지진원 효과, 전파 효과, 부지 효과라고 부른다. 

그림 1

수도권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진도 분포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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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원 효과는 지진 발생 자체의 효과를 의미하며 단층면상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의 방향, 크기, 지

속시간 등이 주요 변수이다. 전파 효과는 특정 매질을 지진파가 전파하면서 겪게 되는 효과를 의미하

는 데 3차원적인 지진파의 속도와 감쇄 구조를 파악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마

지막 부지 효과는 지진동이 관측(예측)되는 지점 하부의 세부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를 의미

한다. 부지 효과는 전파 효과의 일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진동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고 복잡하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이러한 세 가지 효과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효과를 분리하여 

지진동에 미칠 영향을 연구할 수 있으며, 지진별로 달라지는 지진원 효과와는 달리 전파 효과와 부지 

효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 효과들은 각

기 수치 모델로 나타내질 수 있으며 컴퓨터를 활용하여 세 가지 수치 모델들을 결합하는 계산을 수행

하면 이론적으로 특정 지진이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임의의 지점에서의 지진동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

한 지진동 예측 기술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지진 대비에 이용되어 왔다. 

첫 번째 방식은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진의 발생 시나리오를 예상하여 그

에 대한 지진원 효과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해당 지역에 대한 전파 효과, 부지 효과 모델과 결합하여 

지진동을 예측한 후 이를 기반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질학적 기록을 바탕으로 특정 단층에서 여러 번 발생했던 지진의 특성 파악이 가능하다

면 같은 형태의 지진이 앞으로 다시 발생할 경우 주변에서 예상되는 지진동을 예측하여 내진 설계 기

준 수립에 적용하거나 토지 이용 계획 수립에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관측된 기록을 바탕으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지진원 모델을 구

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한 지진동을 예측하여 피해 추정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큰 지진은 많은 경

우 넓은 지역에 피해를 일으키고 지진 발생 시 통신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평가하는 것은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최종적인 

피해를 저감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규모 지진 발생 이후에 건물의 붕괴 정도를 지역별로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인명구

조 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하지만 사람이 직접 붕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에 반해 예측 지진동 정보를 활용하면 신속하게 건물의 지역별 붕괴 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생명인 인명구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방식 이외에 최근 국내에서는 지진동 예측 기술을 조기경보 시스템과 결합시

켜 지진 피해를 줄이려는 새로운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이 방식이 작동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지진들의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2) 각 시나리오별로 남한 지역의 지진동

을 모사한다(그림 1). 3) 모사된 지진동으로부터 각 지점의 진도를 계산하여 진도 분포도 지도를 작성

한다. 4) 시나리오별 진도 분포도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5) 조기경보 시스템이 지진을 관측하면 관

측된 지진과 가장 유사한 지진 발생 시나리오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여 해당 진도 분포도를 기반

으로 피해를 추정한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발생한 지진의 피해 추정

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전통

적인 방식 중 두 번째 방식과 유사하나 지진 

발생 전에 지진동 예측을 수행한다는 측면에

서는 첫 번째 방식과도 닮아 있다. 발생한 지

진에 대한 피해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같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전통적인 두 번째 방식과 피해 추정의 정확도, 적용 가능한 지진의 범위, 

피해 추정의 신속성 측면에서 비교해보자. 

새로운 방식은 지진원 모델이 실제 발생 지진의 특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 추정의 정확도는 전통적인 방식이 높다. 하지만 전통 방식은 지진원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정도

의 관측자료가 확보될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반면 새로운 방식은 이론상 한계가 없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지진의 범위 면에서는 새로운 방식이 훨씬 유용하다. 신속성은 추가적인 계산 없이 데이터베

이스 검색을 통해 지진동을 예측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이 월등하게 빠르다.

 

요약하면 새로운 방식은 전통방식에 비해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훨씬 신속하게 더 많은 지진에 대한 

피해 추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새로운 방식은 아직 어떤 지역에서도 적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향

후 많은 연구와 검증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지만, 향후 한반도의 지진 피해 저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진원 효과는 지진 발생 자체의 효과를 의미하며 단층면상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의 방향, 크기, 지속시간 등이 주요 변수이다. 전파 효과는 특정 매질을 

지진파가 전파하면서 겪게 되는 효과를 의미하는 데 3차원적인 지진파의 속도와 

감쇄 구조를 파악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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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진·지진해일·화산 F   CUS. 1  

3대 과학정책방향 중 국격 제고 및 삶의 질 향상과 10대 정책과제 중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역

할 확대에 따라 재난 조기예측 및 경보를 위한 기상청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및 아이슬란드 화산분화 등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진, 해

일과 화산 등 자연 재난·재해에 대해 국가적 대응 역량 향상, 국가 과학기술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제

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기상법 개정(‘11.9.)으로 기상청의 지진업무가 ‘지구자기 및 지진의 전

조현상 등(이하 “지구물리”라 한다)의 관측 및 연구’로 확대됨에 따라, 지구물리 관측, 모니터링 및 연

구에 대한 역할 정립에 대해 되짚어 볼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진을 포함한 지구물리 관측과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가장 어려

운 점이 실용성에 대한 부분이다. 즉 지금 당장 예산을 들여서 관측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면서 얻

을 수 있는 실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비록 2014년 제정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적 지구물리 연구의 당위성에 대한 정의는 명확히 천명되었지만,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서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도 관련 전문가들의 몫이라 생각된다. 지구물

리 관측에 대한 실용적 설명의 어려움은 기상예보와 비교하여 다음 몇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기상예보와 달리 지구물리 관측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연재해를 시간과 장소를 확정지어 예측

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자연현상과 관련한 과학기술의 최종적 

목표는 반복적인 관측 및 그것을 설명하는 지배 방정식을 통한 현상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대비라 

할 수 있다. 천문학에서 춘천 지역 해와 달의 뜨고 짐, 일식이나 월식 현상을 예측하는 것, 기상 분야

에서 내일 서울에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예측하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 자연재해에 대한 이러한 예측이 

어려운 것은 반복적인 관측도, 자연재해를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지배 방정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

이다. 단지 현재로서는 재해와 연관이 깊어 보이는 간접적인 관측을 수행하여 재해 발생 전후의 상관

성을 분석하고 이를 향후 예측에 활용하고자 하는 단계인 것이다

둘째, 매일의 기상변화가 이벤트가 되는 기상예보와 달리, 지구물리 관측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연재해의 빈도는 매우 낮고 불규칙하다는 점에 있다. 기상 예보는 시공간적으로 비교적 연속적이고 

직접적인 관측자료(기압, 온도 등)의 해석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의 변화 예측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

강원대학교 자원공학과 교수   오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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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만, 자연재해와 관련된 지구물리 관측자료는 그 변화가 연속적이거나 직접적이지도 않고 재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연재해를 암시하는 신호를 성공적

으로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인간이 현재까지 이루어놓은 수학적 업적은 연속적인 

측정자료의 적용을 통한 예측은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물론 연속적인 시스템에서도 작

은 스케일의 불연속적인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자연현상을 예측하는데 큰 어려움으

로 등장하게 된다.), 불연속적 자료의 특성과 이벤트 발생은 그 접근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지진에 의한 신호가 배경 잡음에 묻혀서 인간이 원활하게 관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

진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지질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신호가 발생되리라는 것은 많은 연구

를 통해 알려져 있다. 지진은 지속적으로 가해지던 응력이 일시에 해소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많은 지구물리학자들은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암석에 가해지는 압력에 의한 압전효과(piezoelectric 

effect)를 관찰한다면 지진을 예측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1950년대 미

국 MIT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해 자기 및 전기적 이상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실험실에서 관

측하였고, 이는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등의 압전센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그

러나 1970년대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 Parkfield에서의 대대적인 관측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결과

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었다. 그 이유는 당시로서는 다소 낮은 정밀도와 계측 능력에 의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지진에 의한 전자기적 신호는 다른 배경 잡음으로 인해 온전히 구별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면 지구물리 관측 및 모니터링은 실용적 활용과는 거리가 멀고 지진과 관련된 신호를 추출하는 

것이 어렵기만 한 것인가?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고성능의 계측기들과 축적된 자료의 빅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진과 관련된 신호는 그 크기가 매우 미약하고, 어느 위치에서 발생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성공적인 신호 추출을 위해서는 고정밀 관측망의 구축이 매우 필요한 상황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기상청이 국내 최초로 국제 기준에 적합한 지자기 관측소를 청양에 설치

하고 운영하여 얻은 성과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고품위의 지자기 자료를 국내에서 확보함으로

써 지진과 관련된 변동성을 확인하는 사례가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Oh, 2012), 국제 관측 표준망에 

가입함으로써 지자기 자료의 국가적 활용 및 국제적 협조 체계의 서막을 열었다 할 수 있다. 국제 기준

의 지자기 관측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이를 실용적인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서 지

구물리 자료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지자기장 변동성이 연관되어 있다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지진이 발생할 때 지자기장의 ULF(Ultra Low Frequency)대역에서의 변동성이 

성공적으로 관측되고 있고(Kawate et al., 1998; Hayakawa et al., 2004; Oh, 2009), 연

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대형 지진 발생 전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한 달 이전에 지자기장의 변동

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지진과 관련된 지구물리학적 전조 혹은 동

반신호로써 지자기장 변화가 비교적 명확하고 이론적으로 개연성이 확인되어있다(Rikitake and 

지구물리 자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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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kura, 1985). 다만, 실제 지구환경에서는 그 신호가 매우 미약하여 배경 잡음 등에 의해 드러나

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런 이유로 대규모 지진의 경우에만 징후가 명확히 나타나는 예를 보여왔

다(Hayakawa et al., 2000; Hatorri et al., 2002; Harada et al., 2004). 그러므로 그 동안 

사용되어진 대규모 지진에 대한 지자기장 변동 분석기술을 미세규모의 지진이 많은 한반도에 적용하

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Oh, 2009, 2012; Yang et al., 2009).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지자기 전달함수 분석을 통한 한반도 심부의 전기적 구조를 해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면서(Oh et al., 2002; Yang et al., 2002), 이를 지진 전조 현상 연구에 적용하려는 노력

이 있었다(Yang et al., 2004; Oh, 2009). Oh(2009)는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작은 규모의 지진에 

의한 지자기장의 미세한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과 웨이블릿 셈블런스 기술에 기반한 

해석기술을 제안하였으며, 기상청에서 2009년 3월 충남 청양에 지진 전조 현상의 관측을 목표로 설

립한 지자기장 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여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2009년 5월 2일, 규모 4.0)에 

대해서 청양 관측소 지자기장 자료의 웨이블릿 기반 셈블런스 분석, 주성분 분석, 고유값 분석을 통해 

지진 발생 직전의 지자기장 변동성을 성공적으로 관측하였다. Oh and Ji(2014)는 동일한 셈블런스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연속된 기간(2009-2011)동안 한반도 및 그 주변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 

지자기장 변동성을 성공적으로 관측하고 그 변동성이 지자기의 수직성분에서도 감지됨을 확인한 바가 

있다. 이 모두가 청양의 지자기 관측소 자료를 확보하여 얻은 결과인 것이다.

이와 같이 지진과의 연관성 분석을 통한 연구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에 적합한 지자기 자료를 국내에

서 관측한다는 것은 보다 실용적인 차원에서의 이점도 가지게 된다. 

지리적인 북극과 나침반이 가리키는 자북극 사이에는 편각이 존재하며 이는 지도를 사용할 때 매우 중

요한 요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국제 기준의 자기장 관측망이 없었던 관계로 국제기구에서 내놓는 

편각 및 복각 지도에는 일본과 중국의 자료만 포함된 자기장 기준자료가 사용되었다. 즉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의 자기장 관측자료로부터 내삽된 결과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측정

된 자료가 국제기구에 제출됨으로써 이에 대한 정밀도가 크게 향상되리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와 같은 사례 외에도 우리가 단시안적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사례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

된다. 간략하나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구물리 모니터링 및 관측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본다.

- 지진관측기술의 활용사례 (KTX 조기경보체제 등 산업적 활용)

- 지자기 국제 관측 표준망 가입을 통한 국가적 활용

- 심부 마그마의 활동과 관련한 MT 모니터링 자료의 활용

- 자원개발 등 지구물리 탐사를 위한 국가적 기준 자료 제공

-  지구과학 분야의 국제적 공동 연구를 위한 중요한 로컬 정보 제공  

    * 국제적으로 가장 수준이 뒤처진 지구과학 분야의 중요 자료 제공

- 한반도 주변에서의 자연재해 발생 모니터링을 위한 장기적 자료 축적



우리 인류는 머리 위의 하늘과 발밑의 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이며, 대한민국 국민도 예외일 

수 없다. 홍수와 가뭄 등 기상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류는 오래 전부터 기우제를 지내왔

고, 크고 작은 저수지를 조성하였으며, 요즈음은 첨단 컴퓨터를 이용한 기상 및 기후예보를 시행하고 

있다. 얼마 전 대지진으로 전국이 패닉상태에 빠졌던 이웃 국가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비교적 지진, 화산, 해일 등의 지구물리학적 자연재해가 심하지 않고 인구에 비하여 국토 면적이 크지 

않아서 국민들의 관심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는 고밀도화, 대형화, 고층화, 고

속화, 초정밀화가 진행 중이며, 규모 3.0 이하의 소규모 지진조차도 재산과 인명에 손실을 주는 재해

를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 초정밀 공정인 반도체 생산 및 KTX 고속철 운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

으며, 대규모 댐, 터널, 교량의 안정성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이런 지진이 지하수

위가 높아지고 지반의 지지력이 약해진 홍수시기와 맞물릴 경우, 토목 건축물뿐만 아니라 산사태 등

의 지질학적 자연재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2011년에 발생한 일본 대지진은 지진동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지진에 의해 발생된 해일로 

더욱 큰 피해를 입었으며, 전력공급 실패로 인한 원자로 냉각펌프 가동중지는 원자력발전소의 폭발로

까지 이어졌고, 상당한 면적을 폐허로 만들어 언제 다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이다. 

자연재해를 대비한 

지구물리 연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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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꾸준히 보도되고 있는 백두산 분화 가능성은 규모면에서도 수천 년에 한번 일어나는 전 지

구적 재해가 될 것으로 염려된다. 만약 강진과 함께 천지에서 분화가 일어나면 백두산 천지의 물이 두

만강, 압록강, 쑹화강 유역인 북한의 양강도와 함경북도, 그리고 중국의 지린성으로 흘러가 대규모 홍

수 피해가 예상되고 백두산의 화산폭발로 분출되는 엄청난 양의 화산재는 북한은 물론 대한민국과 일

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이 10세기경 폭발했던 규모로 본다면 화산재가 한반도

를 1 m 두께로 덮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Wikipedia, 2013).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 논리에 치우쳐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 결과, IT, BT 등 소위 인기

분야에만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기초분야인 지구과학의 투자 및 홍보가 부

족하였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지구물리 분야의 국제적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현실이다. 탐사분

야 인력이 2/3 가량 되는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정회원수가 600명 정도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국내 순수지구물리 분야 전문인력은 극소수로 일본의 1/10, 미국의 1/10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국가예산은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제력을 보유한 나라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국내 학자들에 의하여 연 20편 이상의 국제적으로 우수한 논문들이 발표되

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이제 자연재해에 대한 이해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구물리학 분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주어진 점은 다행이라 하겠다. 지구물리학은 물리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지구를 이해하는 학문으로, 석유 등의 지질자원을 탐지/개발하기 위한 탐사지구물리와 지구 내부구조

와 현상을 규명하려는 순수지구물리학으로 나눌 수 있다. 지진, 화산, 해일, 지구자기 및 중력 등 순

수지구물리 분야 자료는 우선 그 양이 방대하고,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여러 곳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한 가지 방법보다는 여러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때 신뢰성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공공재 성

격이 강한 순수지구물리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윤을 추구하

는 기업보다는 국가중심으로 연구 및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 

미국은 미국지질조사소(USGS1))와 국립해양대기청(NOAA2)), 일본은 일본기상청(JMA3)), 중국은 

중국지진국(CEA4)) 등이 주관이 되어 국가적 지구물리 관측/분석/통보 등의 업무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북한도 1971년 김일성 내각명령으로 설립된 지진국을 중심으로 지진연구소와 화산연구소에

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 지구물리 관측 분야의 선진 기술에 대한 벤치마킹과 

국제적 자료 공유 체계, 자료의 민간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구물리 분야의 연구는 재난 예측 및 경감에 따른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지구물리 종합관측소 및 유관 기관의 상시 지구물리 자료와 통합하여 국가의 재난 의사 결정력과 글로

벌 기상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빅 데이터로 발전할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구는 하나의 천연자석(북극을 S극, 남극은 N극을 가진 막대형 영구자석)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것을 근원으로 하는 지구표면의 자기장을 지구자

기장(Earth's magnetic field, Geomagnetic)이라 한다. 지구자기장의 세계적 분

포는 위도에 따라 20 ~ 80 μT 정도이며, 지구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지구의 

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변화한다. 즉 지각의 변이와 같은 지구내부의 요인이나, 이온층의 전류, 

자기권(magnetospheric) 내의 플라즈마 효과, 태양풍(solar wind)이나 국부적으로 위치한 인위

적인 건물, 도로, 차량 및 전력선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지구자기장은 우주공간의 우주선(cosmic rays)과 같은 고에너지 입자로부터 지구의 생명체를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오래전부터 지구자기장은 방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활용되었고, 대항해 

시대에는 나침반(그림 1)이라는 형태로 신대륙을 발견하는데 이바지해 왔다. 또한 19세기부터 지구

자기장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태양활동이나 지구의 진화 그리고 지각의 활동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구물리학의 발전과 함께 지구자기장의 정밀관측은 자연환경의 변화를 포착

하는 인류의 새로운 길잡이가 되어가고 있다. 지구자기장에는 태양이나 지구 주위의 혹성 간 공간, 지

구의 내부, 화산분화나 지진 등의 지각활동과 관련한 변화가 포함되어있고 지구나 지구를 둘러싼 환

경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태양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자기풍 등이 종종 발생하

기 때문에 지구자기장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구자기장 활동지수가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 지구자

기장 변화는 태양활동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기후변동 연구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지구 및 태양 등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기상청에서는 2009년 4월부터 청양에 지구자기관측

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청양 관측소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유지하고 있는 국가 

자기표준과 연계하여 지구자기장을 측정 및 분석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측소

(INTERMAGNET 1), www.intermagnet.org)로 인증(그림 2)받았으며, 지금도 1분 단위의 측

정자료를 매일 국제지자기관측망(INTERMAGNET)에 보내고 있다. 

지구자기장의 발생 및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지구내부 외핵에 있는 용융 금속 

등의 복잡한 유체운동으로 발생한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발생된다고 추론하고 있다. 

지구자기장의 성분은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지리상의 북극인 진북(X)과 자침의 N극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박포규

을 S

을 근

기장(Earth's magnetic field, Geoma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박포규

지구는 하나의 천연자석(북극을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것을

임연구원  박포규

그림 1

방향 등을 탐지하는데 사용된 
여러 가지 종류의 나침의
(박포규 소장)

그림 2

청양 지구자기관측소의 
INTERMAGNET 가입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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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키는 자북(H) 사이에 이루는 각을 편각(D : Declination), 총지구자기장(F : geomagnetic 

total intensity) 벡터와 수평평면 사이의 각을 복각(I : Inclination), 수직지구자기장(Z : vertical 

intensity) 및 동서성분(Y)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지구자기장의 3요소는 일반적으로 총지구자기장, 

편각, 복각을 일컫는다. 

지구자기장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경우, 편각(D) 5 ∼ 8°, 복각(I) 49 ∼ 55°, 총자기장(F) 48 ∼ 51 

μT, 수평(H) 29 ∼ 32 μT, 수직(Z) 36 ∼ 42 μT이며, 태양풍 등이 없는 정상적인 날의 변화량은 약 

30 ∼ 50 nT/day 이다.

지구자기장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동하고 있다. 그 주기는 짧게는 약 1초에서 수백 

초, 긴 것은 수십 년에서 약 100만년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구 내외적 환경 변화량

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 지구자기장의 평균값을 의미하는 기준자기장으

로부터의 차이를 지구자기장 변화량이라 하며, 이 자기장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며, 그 형태는 매우 

복잡하다. 지구 외부원인의 자기장 변화는 내부원인에 비하여 변동주기가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구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지구 내외적인 원인에 의하여 변한다. 

지구자기장의 변화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추측되고 있다. 일변화

의 원인으로는 지구 내·외적 변화에 의해 발생함을 추측할 수 있으며, 내적인 것으로는 지구의 자전

운동과 관련하여 맨틀과 외핵의 운동에 의한 것 등이 있고, 외적으로는 태양과 달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다.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동안 오랜 주기로 변하는 원인으로는 지구내부의 핵이나 맨틀의 이동으로 

그림 3

지구자기장의 성분도: 편각(D), 
복각(I), 총지구자기장(F), 수평지구
자기장(H, 자북), 수직지구자기장
(Z), 남북성분(X, 진북), 동서성분(Y). 

그림 4

청양 지구자기관측소의 
시설 및 장비



추정된다. 지구자기장의 세기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현상인 자기폭풍은 태양의 흑점활동에 기인하며, 

수 시간동안 또는 2~3일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며, 적도보다 극지방에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고, 태

양에서 오는 자기폭풍의 세기는 수백 nT 정도이다. 일 변화량은 외부자기장에 의한 것이 2/3, 나머

지는 지구내부의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으로부터 발생된다. 

지구자기장의 측정은 일반적으로 자기적으로 안정된 장소에서 총자기장은 스칼라측정기(scalar 

magnetometer)인 프로톤(proton) 혹은 오버하우저(overhauser) 측정기, 자기장 변화량은 벡터

측정기(vector magnetometer)인 3축 플럭스케이트(fluxgate) 측정기, 편각 및 복각은 비자성 측

지경위계(nonmagnetic geodetic theodolite)를 사용한다. 그림 4와 같이  측정장비로부터 상호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최소한 5 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약 700여 개의 육상 지구자기장 관측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되고 있는 관측소

는 약 200여 개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기상청,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남극 세종기지 등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기상청의 청양 지구자기관측소를 제외한 관측소는 국제적 기

준인 국제지자기관측망(INTERMAGNET) 요구 환경 및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5는 청양 지구자기관측소의 지구자기장의 일변화를 1년 동안 측정한 것으로, 24시간 주기로 변

함을 알 수 있다. 지구자기장은 변화요인이 다양하고, 지엽적으로 편차가 

큰 장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유의 지구자기장의 변화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측정 장소에 대한 지구자기장의 분

포, 외란 등을 측정하여 분석하고,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변화량은 배제하

여야 한다. 지구자기장 측정 장소로는 인위적 자기잡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장래에도 이 조건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

되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양 지구자기관

측소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

지구자기장의 연속적인 측정 자료는 지구 내외부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인간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우주환경의 

연구에도 필요하다. 지구자기의 장주기적 변화는 지구내부 유동체의 변동

에 의하여 지구자기의 방향과 세기가 변화하는 것을 말하며, 이 변화를 계

속 관측함으로써, 항공, 항해, 측량 등에 쓰이는 국가의 기본 자료의 하나

로 사용된다.  또한 지구자기의 단주기적 변화는 주로 태양으로부터 끊임

없이 방출되는 하전입자의 흐름인 태양풍과 지구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지

표 가까이는 전리층으로부터 멀리는 자기권까지의 지구자기장의 변화를 말

그림 5

청양관측소 지구자기장의 일변화 
측정(2010년, 시간평균, 총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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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 변화는 각종 위성 간의 통신, 지상에서의 유, 무선 통신에 교란을 일으키며, 이 변화에 의해 

지구표면에 유도되는 전류가 발전 및 송전 시설, 송유관, 가스관 등에 장애 또는 재해를 일으킨다. 지

구자기장 폭풍에 의한 장애의 정도를 표와 같이 kp 지수로 나타내어 이에 따른 위험성을 예보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구자기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관측해야만 하며, 또

한 측정 자료의 품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등급 상황

우주전파환경의 물리적 변화 

예상장애

전달체계

태양복사
(X선)

태양입자
(양성자)

지구 자기장 
(Kp지수)

언론
보도

Hot
Line
(SMS)

WEB

5 심각 
(Extreme)

2X10-3

(X20)이상 
105이상 9

2~3시간 이상 HF 통신 두절, 
항법 오차 및 위성 통제 장애 
발생 

★ ★ ★

4 경계  
(Severe)

10-3

(X10)이상 
104이상 8

1시간 이상 HF통신 장애, LF
항법 및 위성위치추적 장애 
발생 

★ ★

3 주의   
(Strong)

10-4

(X1)이상 
103이상 7

일시적 HF통신 두절, LF항법 
장애 및 위성 전파간섭 발생 

★ ★

2 관심    
(Moderate)

5X10-5

(M5)이상 
102이상 6

고위도 HF통신 장애, LF 항법 
장애 발생 및 위성고도 조절 
필요 

★

1 일반    
(Minor)

10-5

(M1)이상 
10 이상 5

극지방 통신 장애 가능성 저
고도 위성 궤도 수정 가능성 

★

지구자기장은 지구의 중요한 물리적 특성의 하나로서, 태양으로부터 지구 내부에 이르는 넓은 범위의 

환경에 관계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외국에서는 국가기관이 주도하여 정밀하게 

그 변화량을 측정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한반도 지구자기장 분포 및 변화관측을 통해 지진의 전조

현상을 감시·연구할 목적으로 2009년 4월 충남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에 국제적 수준의 지구자기(地

球磁氣) 관측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정 및 분석능력을 가진 전 세계 약 50개국 

150여개 관측소들이 가입하고 있는 INTERMAGNET에 청양 지구자기관측소가 국내에서 처음으

로 가입하였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유지하고 있는 국가 자기표준과 연계하여 지구자기장을 측

정 및 분석하였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었다.

청양 지구자기관측소의 국제지자기관측망(INTERMAGNET)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는 한반도 지진 

및 기후현상에 대한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세계 지구자기장 관측분야에서 질 높은 측정데이터를 

생산하는 국가로 인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폭발로 인한 지구자기장 교란에 따른 전파환경 지표



최근 일본, 중국, 칠레, 인도 등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라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

우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지진에 의한 피해는 경우에 따라 그 

규모를 산정하기 힘들 정도로 크며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진도, 규모, 진앙지 등을 정확

히 측정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기상청, 국민안전처 등 관련기관에서는 지진 관련 국

가 안전망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미소 진동을 상시 계측·관리하고 있다. 

2007년에 지진계측장비 사용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50% 이상의 지진계측 센서들이 소급성

을 확보하지 못한 채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지진계는 0.01 Hz 이하의 저주파, 그리고 10-5 m/s2 수준의 미세한 진동을 측정하여야 하는 특수

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진동센서나 계측기들과는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진 관측 장비는 기

본적으로 센서와 기록계로 구성된다. 지진 센서는 다시 지진속

도계와 지진가속도계로 나누어진다. 지진관측의 신뢰성 향상

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진관측장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

상청 및 국민안전처에서 지진계 및 기록계에 대한 성능 및 규격

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항목 및 기준의 적절성에 대하

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진계의 감쇄율 측정 항목이 

반드시 필요한지, 거꾸로 지진계의 감도는 평가하지 않아도 무

방한지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항목별 평가 기준에 있어

서도 국제적 기준과 비교하여 그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지진계 및 기록계의 평가 항목별로 구체적인 시험 방

법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 시험 기관 사이에 혼선이 우려된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주도하에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미국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용봉

그림 1

지진계 기록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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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소(USGS 1))의 발간 자료, 샌디아국립연구소(SNL 2))에서 발행된 기록계 성능 시험 보고서 

등으로부터 지진계 및 기록계에 대한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그리고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찾

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진계의 경우 전원 특성, 감도, 주파수 등답, 자체 잡음 클립 수준, 선형성, 

직교성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 된다. 기록계의 경우 DC 정확도, 클립수준, 자체잡음, 왜곡, 크로스

톡, 공통모드제거비(CMRR), 시각 정확도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 된다. 이와 같은 사례를 국내 지진

관측장비 소급성 확보에 필요한 항목,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에 적극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국내 지진관측장비 개발업체의 수출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목별 적절한 성능검증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항목별 특성 시험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속도지진계의 경우 감도(Sensitivity)를 평가할 때 지진계에 일정 변위를 갖는 계단입력

(Step input)의 진동을 가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진동 센서의 감도를 측정하는 국제적 표준 시험 

방법에서는 저주파 영역에서 정현가진 방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서로 다른 시험 방법 사이의 결

과 비교 등을 통하여 유효한 방법이 개발, 제시되어야 한다 한다. 검증은 제품이 특정한 또는 일반적

인 요건들에 부합하는 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검증방법과 절차가 규정, 규격,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

지 않은 경우에, 검증기관은 자체적으로 검증방법과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사양은 고객과 내부적인 

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 검증방법과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지진현상의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는 소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은 실시할 검증서비스와 관

련된 모든 활동을 가능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모

든 장비가 문서화된 절차서 및 지침서에 따라 적절히 유지되고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측정과 시험에 사용된 모든 장비는 그 측정과 시험의 결과가 검증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에 소급이 가능하도록 교정되어야 한다. 검증기관이 실시한 측정은 국가 또는 국제표준으로 소급성이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교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USGS의 

경우 [1,2], 지진관측장비의 성능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3))에서 소급성

이 확보된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진계의 경우 일반적인 진동 센서와 달리 교정코일(Calibration coil)을 내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지진계의 주파수 특성, 감도 특성 등을 평가하기도 한다. 교정코일에 전

원을 인가하여 인위적으로 지진계에 가상의 진동을 가하고 그때 지진계의 출력 특성을 살펴보는 방식

이다. 그러나 교정코일 특성에 대한 소급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면 지진계 소급성의 관점에서는 아

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이다. 이와 같이 현행 국제 기준에 제시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국제 표준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때(소급성 미확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성능검증기관의 자격 요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USGS의 경우 성능검증기관의 자격 요건으로 적절한 

검증 절차 및 품질시스템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증기관은 검증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

                                                        



합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관련 직원의 책임과 권한체계를 명백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관

련 직원은 검증담당자, 기술책임자 그리고 품질책임자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검증담당 직원은 검

증 요건에 대해 적절한 자격, 훈련, 경험 및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시험결과를 활

용하여 일반 요건과의 적합여부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하고 그 후 이를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은 수행하는 검증에 필요한 자격, 훈련, 경험 및 지식수준을 규정하고 문서화

하여야 할 것이다.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정기 재교정 주기 이내라도 장비는 자체검증을 받아야 하

며, 그에 대한 적절한 방법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숙련도 시험 실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가 요구된다. 숙련도시험(proficiency testing)이란 검증

기관 간 비교를 통하여 미리 확립된 기준에 대한 참가기관의 성능평가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주관

기관에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한 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숙련도 프로그램이 있다

면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정량적인 숙련도에 대한 평가는 통계분석에 기초하여야 한다.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의 수행도 평

가 방법은 KS Q ISO/IEC 17043의 부속서 B, KS Q ISO 13528, IUPAC Technical Report 

‘International Harmonized Protocol for the proficiency testing of analytical chemistry 

laboratories’ 등의 유효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에서 지진계 소급성과 관련된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지진관측장비 평가항

목 및 평가기준 검토, 항목별 성능검증방법 개발, 검증 장비의 소급성 확보, 성능검증기관의 품질시

스템 요건 및 직원 자격 요건 마련, 중간 점검 실시 방안, 숙련도 시험을 통한 성능검증 능력 검증 프

로그램 개발 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지진관측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지진관측장비를 이용하여 지진현상을 계측

하고, 평가하는 절차의 개발도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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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과 5월에 걸쳐 아이슬란드의 Eyjafjallajokull 화산이 수차례 분화하였다. 분화의 강

도는 크지 않아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화산재가 장기간에 걸쳐 유럽대륙으로 확산됨에 따

라 추산 결과 약 190,000편에 이르는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

그림 1). 이후 2011년 1~8월까지와 2013년 8월에 일본 남부 큐슈에 위치한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

화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9월 온타케화산, 2015년 5~11월의 쿠치노에라부치마화산, 2015년 

7월과 9월에 각각 하코네화산과 아소산이 분화가 이어지는 등 최근 일본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하

다 (그림 2).

특히 2002~2006년 백두산 인근 지역에서 화산성 지진의 빈도와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화산

가스 분출로 지표식물의 고사가 관찰되었으며, 화산사면이 3 mm 정도의 지표 상승을 보인 바 있다 

(윤성효 외, 2010). 최근 화산성 지진의 발생은 감소하였으나 화산가스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변국의 주요 관찰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림 3).

위의 일련의 상황들은 그동안 한반도와는 무관한 자연재해로 인식되던 화산 재해가 발생 가능한 현실

로 느껴지고 이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화산 관련 자료는 물론 연구 

기반조차 매우 미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에 근거하여 화산, 특히 백두산 분화와 관련

된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저자는 이러한 점에 기반을 두고 본 서술을 통하여 화산 재

해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림 1

2010. 5. 2. 화산재 확산 범위  위성    
영상 (출처 : Met Office, UK) 

그림 2

2011년 1월 사쿠라지마화산 
분화에 의한 화산재 확산 
(출처 : 기상청)

그림 3

백두산의 화산성 지진 발생 빈도 
(좌)와 화산가스 농도 변화 (우) 
(Liu, 2015)



화산의 분화 형태에 차이는 있으나 화산 분화에 따르는 자연현상은 곧 이어 자연재해의 형태로 나타난

다. 그림 4는 화산 분화에 의한 다양한 자연현상을 나타낸 것으로서 백두산과 같이 폭발성 분화를 갖

는 경우, 정상부 칼데라에 약 20억 톤의 물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화하는 경우 화산으로 인한 거

의 모든 형태의 위해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백두산에 인접한 지역인 북한의 북부지방과 중국 

연변자치구 지역의 상당영역이 용암, 화쇄류, 화산이류, 산사태 등의 근접 위해요소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며, 분화 시기의 기상 조건에 따라 화산재 이동 경로에 놓인 넓은 지역에 장·단기간

에 걸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용암류는 10 km/day 이하의 매우 느린 진행이기는 하나 진

행경로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으며, 화쇄류는 최대속도가 수백 km/h, 온도가 수백 도에 이르는 가

스, 입자, 수증기의 흐름으로 대부분의 폭발성 분화에 의한 인명피해의 원인이 된다. 화산이류와 산사

태는 화산에 형성되어 있던 칼데라 호수의 물이나 화산 분화시기에 강우로 인해 발생하며 1991년 분

화한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은 이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최근에도 발생한 바 있다.

화산분화로 넓은 영역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로는 대표적으로 화산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폭발성 분화로 다량의 가스와 입자성 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는데 입경이 2 mm 이하인 물질은 바람

에 의해 넓은 영역으로 확산된다 (그림 5, 6). 특히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4 mm 정도 직경

의 화산재는 수백 km 이상 확산됨을 알 수 있어, 이미 아이슬란드 화산 분화의 경우에 나타난 것과 같

이 항공운항에 치명적인 위해요소일 뿐만 아니라 통신, 전력과 같은 사회기간시설의 기능저하 요인이 

된다. 또한 농작물의 생육 부진이나 고사의 원인이 되며 가축이나 수산물 양식에도 큰 위해요인이 되

며, 호흡 장애 등으로 인체 건강에도 상당기간 영향을 줄 수 있다. 

1815년에 발생한 인도네시아 탬보라 화산의 분화로 인해 그해 유럽에 여름 기후가 사라졌으며 위도 

20도 아래인 하이난 지역의 농작물을 동사시킨 바 있다. 아울러 화산재 확산 지역에 위치한 산업 시설

의 경우 평균을 크게 초과하는 대기 중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정밀산업의 경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

그림 4

화산분화에 따른 자연현상 
(출처 : USGS)

그림 5

화산재 (출처 : USGS)

화산이 분화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화산재의 확산으로 

발생할 피해는 

어떤 것인가?

용암류 

발사탄 

USGS

화쇄류 및 화산재 

화산홍수 및 화산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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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미세먼지의 증가는 평소의 수십 배에 이르는 낙뢰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생산시설에 치명적인 

위해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송전시설의 절연체에 섬락(flashover)와 같은 현상을 발생시켜 광범위

한 단전 사태를 야기하기도 한다(그림 7).

최근 연구를 통하여 백두산이 분화하는 경우 계절적인 요인, 기상조건의 요인에 따라 다르나 분화 후 

24시간 이내에 화산재가 일본이나 중국 동북부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결과와 최근 화산활동이 활발한 

일본 큐슈의 화산이 분화하는 경우에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그림 

8). 물론 폭발강도와 기상조건 등을 모두 가정한 시뮬레이션으로서 실제 기상조건이 매우 불규칙함을 

고려할 때 확산 영역은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지역 화산의 분화는 단지 한반도만의 문제

가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동북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북반구의 중위도를 지나는 제트

기류에 의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화산의 분화는 지각 내부의 에너지, 운동량, 질량의 동력학적 움직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러나 현재

의 과학 기술로는 지진만큼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자연현상으로서, 현재로서는 과거에 분화한 기록이 

있는 화산을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긴급 대응이나 대피를 함으로써 피해를 줄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림 9는 백두산의 분화이력으로서, 최근까지도 분화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림 6

화산재 확산거리와 크기 
(출처 : USGS)

그림 7

화산재에 의한 섬락현상 
(출처 : wikipedia.org)

백두산은 분화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과거 일만 년 이내에 분화한 화산은 활화산으로 인정됨을 고려할 때 최근 분화가 20세기 

초에 발생하였던 백두산은 활화산임에 틀림없으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분화시기를 예측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 기술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동북부 지

진과 지진해일 등은 발생 가능성은 물론 강도조차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백두산의 분

화 가능성도 여러 가지 형태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분화시기를 예측한다거나 강도를 추정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화산의 분화는 가능성만

으로도 그 위험도를 예측하고 국가와 사회와 기업 단위에서 대응 및 피해 경감 대책을 수립할 필요는 

이전에 발생하였던 많은 피해 사례를 돌아볼 때 지극히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화산재해에 대한 위험도

의 추정은 분화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분화에 따른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수립을 병행하여 진행

되어야 한다. 분화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화산 자체에 대한 관측, 조사 및 분석과 더불어 현장 계측, 

위성 관측 등의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므로 백두산이나 한반도 인접 화산이 위치한 국가와의 공동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학계 차원의 접근보다는 당사국과 관측과 분석을 공유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분화 가능성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분화에 따른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수립은 

국가, 사회, 기업의 안정적 지속성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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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백두산 (좌)과 일본 아소산 (우)이 
분화하는 경우 화산재 확산 
(이주용 외, 2015)

그림 9

백두산의 분화 이력 
(윤성효, 2010)

화산재해 대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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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진·지진해일·화산 F   CUS. 1  

 ‘지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을 떠올릴 

것이다. 우리나라와 이웃한 일본의 크고 작은 지진 소식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

사가 되었고, 우리는 자신에게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지진처럼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연현상이지만 우리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산 

폭발’일 것이다. 한반도에 용암이 흐르고 폭발하는 화산이 없어서 우리는 화산 폭발을 먼 나라 이야기

로 쉽게 취급한다. 그러나 ‘백두산 화산 폭발’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수많은 뉴스와 연

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백두산이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한반도가 화산의 안전지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활발히 활동하는 수십 개의 화산을 가진 일본의 바로 옆

에 우리나라가 자리하고 있기에 화산에 의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우리나

라는 화산 폭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화산 폭발에 의한 피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

로 안전한 편이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유출 사

고로 넓은 지역에 방사성 물질이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나라 주변 지역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나 분화가 있을 경우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화산재 특성을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받게 될 2차 피해

와 영향은 속단할 수 없을 것이다.

화쇄류, 유독가스, 용암, 화산재 등의 화산분출물은 주변지역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항

공기 운항 차질, 정밀기기 생산 품질 저하 및 작동 오류, 대기질 악화 및 농작물 피해 등 사회·경제적 

피해도 가져온다. 전 세계적으로 화산 분화에 따른 화산분출물 대응을 위해 8개국에서 9개의 화산감

시센터(VAAC 1))를 운영하여 해당 영역에 대한 화산 감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진·

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상청이 화산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화산

재에 의한 주의보 및 경보 등 화산재 특보 정보를 제공토록 되어있다. 

화산재 특보 정보 생산을 위해서는 화산재 확산 예측 정보는 필수적이며 몇몇 나라에서는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예측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각각 NAME 2) 모

델과 CANERM 3) 모델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도쿄 VAAC에서 별도의 화산재 확산 예측모델

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미국 및 호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HYSPLIT 4) 모델을 사용하

여 주변 국가나 백두산 분화로 인한 화산재 피해 대응을 위해 관련 정보를 생산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입자가 확산되는 것을 추적할 수 있는 HYSPLIT 모델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5))에서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연구관  이희춘

                                                        



개발한 모델로 미국, 호주, 중국 등 지역기상특

별센터(RSMC 6))에서는 화산재뿐만 아니라 장

거리 수송 오염물질에 대한 확산 예측에도 사용

되고 있다.

확산 예측모델은 입력되는 기상정보 및 확산 물

질에 대한 정보 등에 따라 예측결과가 달라진다. 

기상정보는 확산 예측결과에 가장 민감한 영향

을 미치는 입력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물질의 이

동이 바람에 따라 결정되고 강수의 유무에 따라 

침적되는 물질량도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상정보의 중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야

기다. 기상청은 2010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이

라고 평가되는 영국기상청의 기상예측모델(UM 7))을 이용하여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며 영국기상

청과의 협력을 통한 기상예측모델 개선에도 참여하고 있다. 기상청에서 활용하는 HYSPLIT 모델은 

UM 기상정보를 사용하는 운용체계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기상예측

정보가 사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화산재 확산예측을 위해서는 기상정보와 함께 화산의 위치, 화

산재 기둥의 높이 및 분화량 등 화산 분화와 관련된 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화산재 분화량 및 화산재 

기둥 높이 등 화산 분화와 관련된 정보는 화산 분화 순간에는 정확하게 산출될 수 없으므로 화산 분화

로 발생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가정된 값

을 사용하여 예측결과를 제시하게 된다. 기상청은 한반도 주변의 주요 화산 분화 시 신속한 예측결과 

산출을 위해 기상청 내부 인터넷망에서 운용되는 웹기반의 화산재 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언론 매체를 통해 여러 국가에서 예측한 태풍 진로 예측결과를 우리나라 예측결과와 함께 보여

주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다. 우리나라 예측결과는 잘 맞지 않고 다른 나라 예측결과는 잘 맞아서 그런 

수고를 하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런 문제는 아니다. 모든 예측시스템은 실제 발생하는 현

상에 대해 사전에 최대한 현실과 비슷한 조건을 이용하여 예측결과를 산출할 뿐 그 결과가 정답은 아

니다. 실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중에서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화

산재 확산예측결과도 여러 가능성 중에서 하나이다. 입력되는 정보, 사용되는 모델 등에 따라 다른 결

과가 산출될 수 있다. 피해 예방이 1차 목적인 경우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적인 결정과 함께 다

양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기상청도 현재 운용되고 있는 모델과 함께 향후 다른 

예측모델 운용을 통해 그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화산이 없기 때문에 화산재 확산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기상청이 화산 관련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 기상청이 그런 

일도 하는 기관인지 처음 알았다는 답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기상청에서 제공하게 될 화산재 확산 

정보가 100% 정답은 아닐지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상정보와 확산예측모델, 관련 전문가들이 생산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불신보다는 신뢰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이라 생각한다. 

                                                        

백두산 분화를 가정한 
웹기반 화산재 확산예측시스템 
예측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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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지진해일 
화산 

국외

올해 9월 17일 칠레 산티아고 북서쪽 해역에서 규모 8.3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11월 25일에는 페루 

이베리아 지역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두 차례 연속으로 일어나는 등 태평양 동부 연안에서 잇따른 

지진들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태평양 서부지역인 일본과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등을 포함하면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올해에만 18회 발생하였다. 한편, 칠레, 인도네시아, 일본 등 

태평양 연안 여러 지역의 화산도 빈번하게 분화하였다. 칠레 칼부코화산이 4월에 세 차례 폭발하며 20년 

만에 분화활동을 재개하였으며, 약 100년 만에 분화활동을 재개한 인도네시아의 시나붕화산이 6월과 9월 

두 차례 폭발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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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at 2011 Tohoku-oki earthquake (Mw 9.0) sequence, 

taking place in the Northeast Japan (Tohoku) forearc area 

(Fig. 1), started with a foreshock (M 7.3) at local time 11:45 

on 9 March 2011. Its main shock (Mw 9.0) occurred at 14:46 

on 11 March, which was followed by two big aftershocks at 

15:08 off Iwate (M 7.4) and at 15:15 off Ibaraki (M 7.7) on the 

same day (Fig. 1). All of the four big events had megathrust 

mechanisms, which were caused by sudden ruptures of 

the boundary between the subducting Pacific plate and the 

overlying Okhotsk plate beneath the Tohoku forearc (Fig. 

2). About forty minutes after the main shock, a big outer-

rise event (M 7.5) took place at 15:25 with a normal-faulting 

mechanism (Fig. 1). On April 7, a big intraslab earthquake (M 

7.1) occurred within the subducting Pacific plate with a focal 

depth of ~70 km and a normal-faulting mechanism. On April 

11, one month after the main shock, the Iwaki earthquake 

(M 7.0) took place at ~8 km depth in the upper crust of 

the Okhotsk plate beneath SE Tohoku, which was caused 

by rupture of the Idosawa normal fault (Zhao, 2015). Four 

months after the main shock, on 10 July another megathrust 

aftershock (M 7.3) occurred in the middle between the Japan 

Trench and the main shock hypocenter (Fig. 1). To date, more 

than 100 aftershocks with M ≥ 6.0 and tens of thousands of 

smaller events have occurred in the Tohoku forearc region 

(e.g., Zhao, 2015). The overall level of seismicity in the Japan 

Island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oon after the Mw 9.0 

Tohoku University Department of Geophysics 교수 Dapeng Zhao

Fig. 1. 

Map showing epicentral locations of 101 large Tohoku-oki earth-
quakes (JMA magnitude ≥ 6.0) during 9 March to 31 December 
2011 (Huang and Zhao, 2013a; Zhao, 2015). The red stars denote 
the events with M ≥ 7.0: A, local time 11:45, 9 March (M 7.3); B, 
14:46, 11 March (M 9.0); C, 15:08, 11 March (M 7.4); D, 15:15, 
11 March (M 7.7); E, 15:25, 11 March (M 7.5); F, 23:32, 7 April 
(M 7.1); G, 17:16, 11 April (M 7.0); H, 9:57, 10 July (M 7.3). The 
open circles show the events with 7.0 > M ≥ 6.0. The circle-cross 
symbols denote seven events which occurred after 9 March but 
before the M 9.0 main shock. The blue squares show the seismic 
stations used to relocate these events. The red triangles show 
active arc volcanoes. The solid and dotted contour lines show the 
depths to the upper boundary of the subducting Pacific slab. The 
thick solid curve denotes the Japan Trench.



main shock.

During the past three years,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focal mechanisms and 

rupture processes of the large Tohoku-oki earthquakes. At the same time, many 

high-resolution tomographic studies have been made to investigate the detailed 

3-D structure of the crust and upper mantle in the source zone of the Tohoku-oki 

earthquakes and surrounding regions, which have provided important new insights 

into the nucleation mechanism of the interplate and intraplate earthquakes, arc and 

back-arc magmatism, and subduction dynamics in Western Pacific and East Asia 

(Zhao, 2015).

Earthquakes in the crust and in the subducting Pacific and Philippine Sea slabs under 

the Japan land areas can be located precisely because they occurred directly beneath 

the dense seismic networks. In contrast, earthquakes under the Pacific Ocean and 

Japan Sea take place outside the seismic network, hence they have poor hypocenter 

locations because only first P- and S-wave arrival times are used in the routine 

earthquake location by the seismic network. Among the four hypocentral parameters 

(i.e., latitude, longitude, focal depth, and origin time), the focal depth is usually 

harder to determine for the events outside a seismic network. To locate earthquakes 

accurately, seismologists have used the so-called depth phases (e.g., pP, sP, etc.) 

in teleseismic distances of thousands of kilometers for large or moderate-size (M > 

5.0) suboceanic events. These depth phases are reflected waves from the surface (or 

seafloor) with bouncing points close to the epicenter, hence their travel times are very 

sensitive to the focal depth. Therefore, hypocentral locations of the suboceanic events, 

in particular, focal depths, can be constrained well by using the depth-phase data. 

The use of a depth-phase datum in earthquake location is just like installing a new 

seismic station close to the epicenter (at the bouncing point on the Earth’s surface or 

seafloor).

In order to locate precisely the suboceanic events surrounding NE Japan, Umino et 

al. (1995) detected sP depth phases in a local distance (< 300 km) on short-period 

seismograms of shallow earthquakes that occurred under the Japan Sea and Pacific 

Ocean recorded by the seismic network in Tohoku. Many later studies have shown 

that the suboceanic events off the Japan Islands could be relocated precisely using the 

sP depth-phase data, and the location accuracy (< 3 km) is comparable to that of the 

earthquakes beneath the seismic network (see Zhao, 2015 for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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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o et al. (2002) determined the first P-wave tomography beneath the Tohoku forearc 

from the Japan Trench to the Pacific coast using P-wave arrival times of suboceanic 

events that were relocated precisely with sP depth-phase data, and suggested that their 

approach is a reliable way of tomographic imaging outside a seismic network. Later, 

both P- and S-wave arrival times from the relocated suboceanic events as well as 

earthquakes under the land area were used together to determine 3-D P- and S-wave 

velocity (Vp, Vs) and Poisson’s ratio images under Hokkaido and Tohoku forearc areas 

and the back-arc area under the eastern margin of the Japan Sea. Huang et al. (2011) 

determined detailed 3-D Vp and Vs tomography of the entire Tohoku arc using a large 

number of P- and S-wave arrival times from local earthquakes that occurred in the 

crust and the subducting Pacific slab from the Japan Trench to the Japan Sea (Fig. 

2). They relocated the suboceanic events precisely using P- and S-wave arrival times 

as well as sP depth-phase data which were measured from the seismograms recorded 

by the seismic stations on the Tohoku land area. Their 3-D velocity model (Fig. 2) 

was used to relocate the 2011 Tohoku-oki earthquakes and examine the influence 

of structural heterogeneity in the megathrust zone on the generation of the 2011 

Tohoku-oki earthquakes (Zhao et al., 2011) (Fig. 3). The tomographic image of the 

Tohoku forearc is updated by adding P- and S-wave arrival-time data of the 2011 

Fig. 2. 

Vertical cross-sections of P-wave 
tomography along eight profiles 
shown on the inset map (Zhao 
et al., 2009; Huang et al., 2011). 
The red and blue colors denote 
slow and fast velocities, respec-
tively. The velocity perturbation 
scale is shown on the right. The 
horizontal bar atop each cross-
section shows the land area 
where seismic stations are de-
ployed. The solid triangles denote 
active volcanoes within a 30-km 
width of each profile. The white 
and red circles denote the relo-
cated suboceanic events with sP 
depth phase and low-frequency 
microearthquakes within a 30-
km width of each profile, whereas 
the white dots denote the back-
ground seismicity within a 7-km 
width of each profile. The three 
curved lines denote the Conrad 
and Moho discontinuities and the 
upper boundary of the subducting 
Pacific slab, whereas the dashed 
lines denote the inferred lower 
boundary of the Pacific slab. The 
red triangles and curved lines on 
the inset map denote active vol-
canoes and plate boundaries, re-
spectively.



Tohoku-oki aftershocks which were well located with sP 

depth phases (Huang and Zhao, 2013b), and main features 

of the tomography remain the same as those in Fig. 3.

Liu et al. (2014) determined detailed 3-D P- and S-wave 

attenuation (Qp and Qs) tomography of the crust and upper 

mantle beneath the entire Tohoku arc from the Japan 

Trench to the Japan Sea coast using a large number of t* 

data measured precisely from P- and S-wave spectra of 

local shallow and intermediate-depth earthquakes. For the 

suboceanic events used for the Q tomography, they adopted 

the precise hypocenter parameters determined by Huang and 

Zhao (2013a,b) with sP depth phases. The pattern of the Q 

tomography is generally consistent with that of the velocity 

tomography (Fig. 2), though the Q model has, inevitably, 

a lower spatial tomography than the velocity model (Liu et 

al., 2014). The subducting Pacific slab is imaged clearly as 

a dipping high-velocity (high-V) and high-Q zone from the 

Japan Trench to a depth of ~200 km (Fig. 2). Intermediate-

depth earthquakes occur actively in the subducting Pacific 

slab and form a clear double seismic zone. Prominent low-

velocity (low-V) and low-Q anomalies are visible in the crust 

and uppermost mantle beneath the active arc volcanoes, and 

they extend down to ~150 km depth in the central part of 

the mantle wedge. The low-V and low-Q anomalies reflect 

the source zone of arc magmatism and volcanism, which 

are produced by the joint effect of convective circulation 

process in the mantle wedge and fluids from the dehydration process of the subducting 

Pacific slab. Low-frequency microearthquakes occur in the lower crust and uppermost 

mantle and they are located in or around the low-V/low-Q zones beneath the active 

arc volcanoes (Fig. 2), indicating that they are associated with the fluids and magmatic 

activity beneath the volcanic front and back-arc area. Continuous low-V zones are 

visible in the central part of the mantle wedge beneath the second volcanic front along 

the Japan Sea coast, whereas intermittent low-V zones exist beneath each group of 

active volcanoes along the volcanic front, which support the hot finger model proposed 

Fig. 3. 

Epicentral distribution of large earthquakes (M ≥ 6.0) and P-wave 
tomography in the megathrust zone directly above the upper 
boundary of the subducting Pacific slab from the Japan Trench to 
the 60-km depth contour of the Pacific slab (Zhao et al., 2011a; 
Huang and Zhao, 2013a). The red and blue colors denote low 
and high velocities, respectively. The velocity perturbation scale is 
shown at the bottom. A, B and C denote three low-velocity patch-
es in the megathrust zone. The stars denote megathrust earth-
quakes which occurred during 9 March to 31 December 2011. 
The open circles denote large earthquakes (M ≥ 6.0) from 1900 to 
2008, most of which were megathrust earthquakes. The solid and 
dotted contour lines show the depths to the upper boundary of the 
Pacific slab. The thick solid curve denotes the Japan Trench. The 
black triangles show active arc volcan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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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amura et al. (2002).

Significant lateral variations in seismic velocity and attenuation are revealed in the 

interplate megathrust zone under the Tohoku forearc (Fig. 3). Low-V and low-Q 

anomalies exist off Sanriku, Fukushima and Ibaraki. Detailed resolution analyses 

indicate that the main features of the tomographic images in the megathrust zone are 

reliable (Huang and Zhao, 2013b; Liu et al., 2014).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tomography and the distribution of large earthquakes (MJMA ≥ 6.0) which occurred 

after 1900, most of which were megathrust earthquakes (Zhao et al., 2009, 2011a). 

Most of the large megathrust events are located in the high-V/high-Q patches or 

at the boundary between the low-V/low-Q and high-V/high-Q zones. Only a few 

megathrust events occurred in the low-V/low-Q patches (Fig. 3).

The 2011 Tohoku-oki main shock and its foreshock (M 7.3) are located in a significant 

high-V/high-Q zone off Miyagi. The off-Iwate aftershock (M 7.4) is located at the 

boundary between the off-Sanriku low-V zone and a high-V zone in the north (Fig. 

3). The largest aftershock (M 7.7) is located at the northern edge of the off-Ibaraki 

low-V zone (Fig. 3). Such a pattern of hypocenter distribution for the 2011 Tohoku-

oki earthquakes is quite consistent with that of the large interplate earthquakes 

from 1900 to 2008 (Fig. 3). The low-V/low-Q patches in the megathrust zone (Fig. 

3) may contain more subducted sediments and fluids associated with slab dehydration 

than the surrounding areas (Zhao et al., 2011a; Huang and Zhao, 2013a,b; Liu et 

al., 2014). Thus the subducting Pacific plate and the overriding Okhotsk plate may 

become weakly coupled or even decoupled in the low-V/low-Q areas. Large-amplitude 

reflected waves from the slab boundary were detected in a low-seismicity area beneath 

the Sanriku forearc, as were some slow and ultra-slow megathrust earthquakes. Both 

the seismic reflectors and the slow megathrust events were associated with fluids at 

the slab boundary (Fujie et al., 2002; Kawasaki et al., 2001), and they are all located 

in the off-Sanriku low-V/low-Q zone.

In contrast, the high-V/high-Q patches in the megathrust zone (Fig. 3) may result 

from subducted oceanic ridges, seamounts and other topographic highs, as well as 

compositional variations, in the seafloor of the Pacific plate, and they have become 

asperities where the subducting Pacific plate and the overriding Okhotsk plate are 

strongly coupled (Zhao et al., 2011a). Thus, tectonic stress tends to accumulate at 

those asperities for a relatively long time during subduction, leading to the nucleation 



of large and great megathrust earthquakes there. The off-Miyagi high-V zone, where 

the Tohoku-oki main shock and its largest foreshock occurred (Fig. 3), corresponds 

to the area with large coseismic slips (> 30 m) during the Tohoku-oki main shock.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off-Miyagi high-V zone represents a large asperity or 

a cluster of asperities in the megathrust zone which ruptured during the M 9.0 main 

shock (Zhao et al., 2011a).

The seismic velocity and Q tomographic images of the megathrust zone and their 

correlation with the distribution of megathrust earthquakes (Fig. 3) suggest varying 

degrees of interplate seismic coupling from the north to the south in the Tohoku forearc, 

which may control the nucleation of megathrust earthquakes. The great 2011 Tohoku-

oki earthquake sequence may be related to such a process. Differences in the interplate 

seismic coupling could result from variations in the frictional behavior of materials. 

The velocity and Q variations in the megathrust zone may be a manifestation of such 

variations in the frictional behavior. The pattern of velocity tomography (Fig. 3) is also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multichannel seismic surveys which revealed along-arc 

variations of interplate sediments at the Japan Trench (Tsuru et al., 2002; Fujie et 

al., 2013). The sediments near the trench axis are very thick off Sanriku, very thin or 

none off Miyagi, and moderately thick but extend for a wide range in the forearc off 

Fukushima and Ibaraki (Tsuru et al., 2002; Fujie et al., 2013).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tructural heterogeneity in the megathrust zone may 

control the interplate seismic coupling and the nucleation of megathrust earthquakes. 

If this is true and if the structural heterogeneity mainly results from the structure 

of the upper boundary of the subducting Pacific plate, then it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that the distribution pattern of the megathrust earthquakes (Fig. 3) will 

remain the same in the coming 10,000 years (Zhao, 2015). The subduction rate of the 

Pacific plate is 7-10 cm/year at the Japan Trench, hence the Pacific slab beneath the 

Tohoku arc would move less than 1 km in the 10,000 years from now. The same feature 

of structural heterogeneity and megathrust earthquakes has been also revealed in the 

Hokkaido and Nankai forearc regions (Liu et al., 2013; Liu and Zhao, 2014), suggesting 

that it may be a general feature for the generation of great megathrust earthquakes.

 For the list of the references, please see: Zhao, D. (2015) The 2011 Tohoku earthquake 

(Mw 9.0) sequence and subduction dynamics in Western Pacific and East Asia. Journal 

of Asian Earth Sciences 98, 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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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여름 개봉한 영화 ‘샌안드레아스(San Andreas)’가 이번 취재1)의 시발점이다. 초대형 지진이 발생

해 높이 220 m 후버댐이 순식간에 붕괴하고, 로스앤젤레스 도심이 초토화되며, 샌프란시스코의 상징 금

문교를 넘어 거대 지진해일이 밀어닥친다는 할리우드판 재난 영화다. 하지만 이런 재난이 영화 속 상상

력의 산물만은 아니다. 

샌안드레아스 단층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1200 km나 이어지는 지각

판의 충돌 면이다. 1906년 사망자가 3천명에 달했던 규모 7.7 샌프란시스코 지진을 비롯해 1800년 이

후 지금까지 규모 6.0 이상의 강진이 48차례에 이른다. 캘리포니아 주의 인구는 3천 8백만 명으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많다. 이 인구가 모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강진에 노출돼 있다.

거대 지진의 발생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각판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단층으로부터 설명한다. 하지

만 대부분의 단층이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샌안

드레아스 단층은 많은 부분이 지면에 노출돼 있다. KBS 취재진이 찾은 곳은 캘리포니아 남부의 팜스프

링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지면에 노출된 단층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사막 한 가운데 

갑자기 낮은 언덕이 솟아 있고, 그 언덕에는 물이 흐르며 야자수가 자라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 

‘PalmSpring’은 샘물을 뜻하는 ‘Spring’과 야자수라는 의미인 ‘Palm’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현지 안내

원은 과자 사이에 크림이 들어있는 쿠키를 예를 들면서, 태평양판과 북미판이 충돌하는 면에서 언덕이 생

겨났고, 물도 샘솟는다고 설명했다. 언덕으로 접근하면 실제로 단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갈라진 틈

들이 보이고, 풍화 작용에 따라 생겨난 거대한 골짜기에도 들어가 볼 수도 있다.

KBS 기자 김성한

1)  KBS 취재진은 2015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를 방문해 샌안드레아스 

단층을 취재했고, 취재 결과물은   

2015년 11월 14일, KBS 2TV 

프로그램 ‘특파원 현장 보고’에 

 “[월드 리포트] 대지진 뇌관, 

 샌안드레아스 단층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방송됐다. 

  http://news.kbs.co.kr/news/

view.do?ncd=3181915



하지만 인구 밀집지역으로 가면 사정이 달라진다. 취재진은 캘리포니아 북부 버클리 대학을 찾았다. 버

클리 대학의 미식축구장은 단층 위에 지어진 것이 확인돼 최근 건물 전체를 개조해 지었다. 경기장을 7조

각으로 나누어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구조물이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설계에 참여한 버클

리대 건축학과 교수는 경기 중에 강진이 나서 대피할 때도 구조물의 갈라진 틈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버클리 대학 주변의 주택들 역시 미식축구경기장처럼 단층 위에 지어진 것이 

많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어 보였다. 또 도로가 어긋나고 집이 이미 뒤틀린 주택가도 있는데, 사람

이 살지 못해 접근 자체가 통제되고 있다.

미국 지진 업무는 연방정부 내무성 산하의 지질조사국이 담당하고 있다. 지질조사국은 강진 시나리오를 

만들어 배포했는데, 팜스프링 인근에서 규모 7.8 강진이 나면 강진 피해가 로스앤젤레스를 지나 북쪽으

로 확대된다는 내용이다.2)  로스앤젤레스 시장의 과학자문이 이 시나리오를 만든 지질조사국의 루시 존

스 박사이기도 했다. 또 30년 내에 규모 6.0~7.0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을 99%로 산정하고 있다. 미 지

질조사국은 최근 지진조기경보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며 공개하기를 꺼려했지만, 

이미 민간기업(예, Early Warning Labs)이 지질조사국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 철도, 전력 등 기간 

시설물에 조기경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일본과 타이완처럼 조밀한 지진 관측망이 구

성돼 있어 지진조기경보가 가능하다. 지진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가 전 세계 어느 곳보다 깊이 있게 축적

돼 있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초점을 방재 대책으로 옮겨가면 해법은 쉽지 않아 보였다. 많은 건축물들이 지진에 쉽게 파손될 정

도로 허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영어를 못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또 개인의 대비를 우선

하는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이 정부의 대책을 먼저 요구하는 우리와는 달랐다. 정부가 주도하는 집단 방재 

훈련도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4년부터 시작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각만으로 미국의 방재 대책을 

단순 비교해 따지기는 어려워 보였다. 따라서 임박한 강진에 대해 미국에서는 “정부는 위험 정보를 최대

한 공개하고, 주민은 이에 맞춰 스스로 준비하면서 대형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샌안드레

아스 단층 취재를 정리하고자 한다. 

2)  캘리포니아 주 강진 시나리오 

  http://www.shakeout.org/

california/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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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살 남편 바라 람 카르키와 19살 부인 무라 카르키 부부를 만난 건 네팔 대지진이 발생하고 1주일 만이

었다. 난민캠프로 변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툰디겔 운동장. 피난 생활 중에도 남편은 깨끗하게 씻은 쌀

과 과일, 그리고 돈을 접시에 담느라 손이 바빴다. 옆에선 불을 피워 빵도 구웠다.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

은 무언가 의식을 치르는 듯 그 앞에 앉아 경전을 읽고 있었다. 텐트 안에서 엄마 품에 안겨 잠이 든 생후 

11일 된 아기를 위한 의식이었다. '느와란 의식'. 우리의 100일 잔치와 같은 의식이다. 이들 부부는 생후 

5일이 된 아들과 함께 카트만두 외곽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지진을 만났다. 노점을 하는 아빠 바라는 “세 

들어 살던 집이 모두 무너지면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족이 무사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용감하다'는 뜻의 네팔어 '바하두르'를 넣어 '예크 바하두르'라고 지어줬다.

지난 4월 25일, 네팔에서 규모 7.9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진 발생 사흘 째 피해 규모

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간단한 옷가지와 비상용품, 몇 가지 연락처만 챙겨 현지로 출발했다. 자정 무렵 

도착한 네팔 카트만두의 트리부반 공항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다. 공항 활주로는 전 세계에서 속속 도착

하는 해외구조대와 구호물품으로 가득했다. 이들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나를 포함한 취재진의 입국 수속

은 계속 지연됐고, 공항 도착 1시간 만에야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연합뉴스TV 기자  임광빈

폐허로 변한 박타푸르



어둠이 짙게 깔려 지난 밤 보지 못했던 지진의 참상은 날이 밝으면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났다. 4~5층 건

물들은 벽돌무덤으로 변해버렸고, 주차해 놓았던 차들도 이미 형체를 잃어 버렸다. 건물 안에 사람은 없

었을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직까지 구조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네팔 원주민인 네와

르족이 몰려 사는 마을에서 주로 피해가 컸다. 좁은 대지에 4~5층 높이로 건물을 올리면서도 벽돌만, 그

것도 두세 겹으로 쌓아 올린 전통방식으로 지었기 때문이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박타

푸르 지역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변한 것도 같은 이유다. 내진 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철근이나 콘크리트

를 사용해 만든 시내 건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았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반복되는 여진은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진도 4 이상의 여진이 하루에도 서너 차례 이상 발생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집이 무너지지 않은 주민들조차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

했다. 상대적으로 튼튼하게 지어져 큰 피해가 없는 집에 사는 사람들조차 1층에서 모여 생활했고, 밤에는 

현관문을 열어둔 채 잠을 청했다. 언제든 뛰어 나가기 위해서였다. 취재진도 이른 새벽 건물 전체가 흔들

리는 여진에 놀라 몇 번이고 잠을 깨기도 했다. 또 다시 강진이 올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는 두려움

을 가중시켰다. 하루는 교민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휴대전화 메신저에서는 "시내에서 정부당국자가 마

이크를 들고 건물 밖으로 도망가라는 방송이 들린다는데 사실이냐"고 확인을 요청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

왔다. 실제 거리에 뛰쳐나온 사람들도 많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취재진은 마침 근처에 있던 지진관측

소를 찾아갔지만 역시나 미리 지진이 올 것이라는 예보는 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얼마 뒤 "공포감 이

용해 빈집 털려던 좀도둑 검거"라는 현지 언론 보도를 접할 수 있었다.

 ‘폐허가 된 네팔 대지진 현장…정상화에 안간힘’이라는 기사를 끝으로 9일간의 취재 일정을 마치고 귀국

하던 날. 그날도 아침부터 여진은 계속됐고, 공항으로 가는 길 주변으로는 무너진 집에서 살림살이를 찾

는 주민들의 모습도 여전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 온 뒤 불과 1주일 만에 국제부에서 ‘네팔 규모 7.3 

강진 또 발생’이라는 속보가 떴다. 현지 취재를 성심껏 도와줬던 선교사에게 연락을 했지만 답이 오지 않

무너진 집에서 살림 찾는 주민 네팔 난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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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애를 태운 지 하루 만에 선교사는 다행히 무사하다며, 하지만 또 한 번 많이 놀랐다며 답장을 해 왔

다. 현지에서 알게 된 또 다른 교민들은 첫 번째 지진에서 금이 가 위태로웠던 건물들이 또 한 번 큰 충격

을 받아 완전히 무너져버린 현장의 사진과 영상을 전해 오기도 했다. 

반년이 지난 지금. 네팔 현지 특파원이 전해 오는 기사에서는 “4월 말 지진 때보다도 더 생활이 

힘들다”는 주민들의 인터뷰가 담겨 있다. 네팔 국내 정치사정 탓에 인도와 국경봉쇄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이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뿐 아니라 주방용 가스마저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장작불로 음식을 해 먹는 상황이라고 한다. 의약품도 부족해 병원에서는 수술을 못하고 있고, 

네팔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업도 차츰 회복을 하던 중 다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한다. 상황이 

점점 더 열악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진다.

박타푸르 폐허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띄운 취재진의 드론을 보고 호기심을 보이며 몰려들었던 사람들. 난

민캠프에서 나에게 달려와 안기고 재롱을 부렸던 4살 꼬마 수잔.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도, 복구 작업

을 벌이던 중에도 취재진이 다가가면 두 손 모아 ‘나마스테’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의 표정은 지금도 잊히

지 않는다.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텐데, 조심스럽게 심경을 묻는 인터뷰에 누구 하나 거절

한 사람도 없었다. 

확인된 사망자만 7천여 명. 유엔이 추산한 난민의 수는 660만 명. 전체 네팔 인구 5명 중 1명꼴로 피해

를 입은 것이다. 과연 정상화까지는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까. '바하두르' 가족을 비롯해 네팔 국민 모두 

용감하게 이 난국을 해쳐나가길 바란다. 

난민촌에서 봉사활동자 인터뷰



올해 9월 17일 칠레 산티아고 북서쪽 해역에서 규모 8.3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11월 25일에는 페루 이

베리아 지역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두 차례 연속으로 일어나는 등 태평양 동부 연안에서 잇따른 지진들

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태평양 서부지역인 일본과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등을 포함하면 태평양 연안

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올해에만 18회 발생하였다. 한편, 칠레, 인도네시아, 일본 등 태평양 연

안 여러 지역의 화산도 빈번하게 분화하였다. 칠레 칼부코화산이 4월에 세 차례 폭발하며 20년 만에 분

화활동을 재개하였으며, 약 100년 만에 분화활동을 재개한 인도네시아의 시나붕화산이 6월과 9월 두 차

례 폭발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와 같이 지진과 화산활동이 빈번한 태평양 주변은 신생대 제4기 화산대로 분류되는 환태평양조산대

(Circum-Pacific orogen)라고 불린다. 환태평양조산대는 말 그대로 태평양과 그 주위 대륙과의 경계

를 원형의 고리 모양으로 이루는 지역으로 그 둘레는 약 4만 km이다(그림1). 북미의 록키산맥, 남미의 

안데스산맥, 알류산열도, 일본열도, 필리핀, 뉴질랜드, 남극해 등 해양과 대륙의 경계지역에 해당된다. 

지구의 표면은 암석권1) 이라 불리는 약 100 km 정도 두께의 여러 조각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판

그림 1

2015년 진앙분포도(M≥7.0)
미국지질조사소(USGS) 자료

기상청 지진화산감시과 기상연구관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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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처럼 암석권 하부 맨틀의 대

류에 의해 끊임없이 그리고 천천히 이동한다. 태평양 밑바닥에서는 지구 내부의 물질인 마그마가 솟아올

라 새로운 태평양판이 만들어지고 이 해양지각판은 태평양 주변의 대륙지각판과 충돌하며 밀도차로 인

해 그 밑으로 섭입된다. 태평양판은 매년 평균적으로 10 cm정도 만들어지며 지역에 따라 7∼15 cm/

yr 속도로 대륙지각판 아래로 섭입되어 사라진다. 판과 판의 충돌은 엄청난 압력과 열을 발생시키며, 판 

경계부에 압력이 쌓이면서 지각이 깨지고 지진이 발생한다. 이때 뜨거운 열은 주변의 암석을 녹여 마그

마로 만들고 지각을 뚫고 땅위로 터져 나와 화산이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해양지각판인 태평양판이 주

변의 유라시아판이나 북미판 등 대륙지각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명 

‘불의 고리(Ring of Fire)’라고도 불린다. 전 세계 지진의 90%와 화산의 75%가 태평양을 둘러싼 지진

대나 화산대에서 발생한다. 

미국지질연구소(USGS)에 따르면 최근 50년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은 약 500회

에 이른다. 연평균 십여 차례 지진이 발생해 피해를 준 셈이다. 그 중 ‘불의 고리’에서 발생한 지진과 화산

폭발에 의한 피해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재앙으로는 1883년 핵폭발급의 위력으로 인도네시아 해안을 덮쳐 약 36,000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크라카토아 화산폭발을 들 수 있다. 또한 1906년에 발생한 규모 7.8의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은 도

시 전체의 80%를 초토화시키고 3,00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입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지진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큰 해저지진에 수반된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는 지진에 의한 피해보다 규모가 상당히 크

다. 2004년 규모 9.1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으로 발생한 지진해일에 의해 약 23만 명의 막대한 인

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도 지진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였다. 1995년 규모 7.3의 고



베 지진으로 도시가 초토화되며 5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2011년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은 

4만여 명의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인한 방사능 누출사고까지 이어져 일본

은 물론 세계를 충격과 경악에 몰아넣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불의 고리’에서 발생하는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폭발의 빈도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피해 규모면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어 어쩌면 인류의 최대 재앙

이 될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을 갖게 한다.

11월 14일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해역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하여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여러 주

민들이 진동을 느꼈다는 제보가 있었다. 2005년 3월에는 후쿠오카 서쪽 해역에서 규모 7.0 지진이 발생

하여 부산 전역과 경남 일부지역에서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고, 제주도와 전남 일대에서 진동을 느낀 사례

가 있었다. 최근에는 아소산과 구치노에라부지마화산을 비롯, 일본 여러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있으

며, 특히 작년 9월에 폭발한 일본 온타케화산에 의해 인근 지역에서 6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우

리나라는 환태평양조산대 서쪽에 위치한 일본의 지진다발지역으로부터 수백 km이상 떨어진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일본, 대만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 비해 지진과 화산 재해로부터 비교적 안

전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해역에서 강진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화산폭발이 일어날 경우 우리

나라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계 여러 전문가들의 협력, 더 나아가 주변국과의 긴밀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지진과 화산에 의한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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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지진과 지진해일 및 화산폭발로 인한 재해가 이웃하거나 혹은 먼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의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미래 재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래 세대에게 

정확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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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강태섭

2004년 12월 26일 아침, 10살 난 영국 소녀 틸리 스미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인 태국 푸켓의 한 

해변에서 가족과 함께 따뜻한 햇볕을 즐기고 있었다. 틸리가 살고 있는 영국은 축축하고 차가웠기 때문

에, 이 해변을 비추는 태양과 따뜻한 바다는 그녀를 한껏 들뜨게 하였다. 엄마와 함께 해변을 거니는 한 

순간, 틸리는 방금 잔에 따른 콜라처럼 바다에 거품이 끼고 해변에서 멀리 바닷물이 물러나는 것을 알아

차렸다.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한 장면이 떠올랐다. 이곳에 휴가를 오기 2주 전, 틸리는 학교에서 1946

년 하와이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에 관한 영화를 보고 선생님으로부터 지진해일의 전조현상에 대하여 배운 

것이다. 틸리가 본 이런 해변의 모습은 곧 지진해일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즉

시 가족과 인명구조원에게 이를 알려서 지진해일이 해안을 덮치기 전에 해변에 있던 100여 명을 높은 곳

으로 무사히 대피시켰다. 당일 이 지진해일로 인도양 주변 국가에서 23만 명이 희생되었지만, 이 해변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단 한 명도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전 세계에서 빈발하는 지진과 지진해일 및 화산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소식은 다양한 보도 매체와 인터넷을 통하여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속하

게 전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자연 재난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과 우려가 상존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변화된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현상의 

발생과 이로 인한 재해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의 정도는 대중에게 여전히 부족하며, 재해가 발생한 시점

에 국한하여 일시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가까운 장래에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

심과 대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진과 지진해일 및 화산폭발로 인한 재해가 이웃하거

나 혹은 먼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의 자연현상 가

운데 하나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미래 재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확산시

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래 세대에게 정확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바로 틸리

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진의 발생과 지진해일 등의 이차적인 자연현상 및 화산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인 지진학 및 화산학을 지

탱하는 중요한 기본 이론은 이미 고전물리학과 판구조론으로 체계화된 지질학을 토대로 거의 완성된 상

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론적인 체계의 확립과는 별도로 자연현상의 측면에서 이러한 학문은 새로운 지

진의 발생 및 화산 활동과 이들 현상으로 인한 관측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항상 자연에 대한 새로

운 사실을 규명하여야 하는 기회의 학문이기도 하다. 지진과 지진해일 및 화산 현상에 대한 오해와 대규

모 사건이 발생하는 낮은 빈도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로 인한 큰 재난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거

나 아예 자신에게는 발생하지 않는 종류의 사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

적으로 고도화될수록 동일한 크기의 사건일지라도 그 심각성과 영향의 정도는 역사적인 시기에 따라서 매

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진학과 화산학이라는 학문은 여타 인문학 및 사회학 등의 타 학

문 분야와 공조할 수 있는 중요한 융합 과학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후속세대를 구성하는 학

생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인식체계를 갖도록 하는 것은 미래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자신들의 사회를 영속

적으로 유지하고 발전하게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결정 방식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는 당연히 

지진과 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하여 교육 과정에서 

이들 학문에 대한 체계화된 교수-학습 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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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의 초·중등 교과과정에서 지진과 지진해일 및 화산 관련 내용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데 반하

여, 교수-학습 내용이 난해한 것으로 평가되며 실험교육을 위한 적절한 교구재가 부족하거나 고가의 제

품으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련 교과내용의 올바른 교수-학습을 위하여 관련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 현상의 올바른 이해 증진 및 관련 연구 개

발 결과의 대중적인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지진학과 화산학을 학습하기 위한 실용적인 실험과 관측 도구

의 개발과 보급이 절실하다.

초·중등 교과과정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지진 및 지진해일과 화산 관련 단원은 과거 수차례 이루어진 

교과과정 개편 속에서 날로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관련 내용의 올바른 교수-학습을 위하여 많은 

자발적인 과학교사 연구모임 등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많은 교사들이 지진학과 화산학에 대

한 심화된 내용을 체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형태의 오개념을 포함한 채 교육현장에서 교수하게 되

는 실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진의 발생과 지진파를 통한 지진에너지의 전달 및 지진계를 통한 

지진동의 관측, 지진해일, 액상화 등과 같은 이차적인 현상, 화산의 활동과 전조 신호의 관측, 화산 분출

물의 이동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관련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실험/

실습 도구를 개발하고 교육현장에 보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관련 교사의 올바른 교수-학습 

과정을 돕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적인 직무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미국지진연구연합 (IRIS 1))는 교육자를 위한 연수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방학 중 과학실험 및 실습 프로그램과 일반 대중을 향한 지진과 화산 등의 자연재해 관련 교육프

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수년 전부터 미국과학재단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판 내부 환경으로서 지진과 화산 활동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은 유럽 선진국에서

도 이와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공히 지진과 화산교육을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간이 지진관측 도구 및 실험/실습 도구의 개발과 보급을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

다. 이러한 도구의 보급을 통하여 전문적인 지진, 지진해일, 화산 활동의 관측 및 분석과 유사한 환경을 

학생과 교사가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이들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배가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

다. 아울러 이러한 자연재해가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과 전파 요령을 연계함으로써, 자

연재해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주변에 알려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다.



지진과 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개인적인 위험을 줄이고 사회가 대응할 수 있도

록 돕기 위하여,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발생하는 동안 그리고 발생 이후에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

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개개인이 재난을 줄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보통 많지는 않지만, 재난에 대비함으로써 개인적인 위

험을 줄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은 많다. 유치원으로부터 초등학교에 이어져 시작하는 공공 교육은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이들 자연재해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교육을 잘 받은 지역에서

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가야하며(통로와 책상 아래), 어디로 가서는 안 되는지

(창가와 건물 옆) 알고 있다. 공공 교육은 또한 사람들이 지진해일에 취약한 해안을 따라 더 안전하게 생

활하는데 도움을 준다. 바다가 갑자기 물러날 때는 누군가 지진을 느끼든 말든 표시된 긴급 대피 경로를 

따라 더 높은 곳으로 향해 갈 시간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교육은 재난의 사전 예방과 사후 복원 능력을 다지는 초석이다. 특히 어린 학생들을 교

육함으로써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나는 개인의 수명을 지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이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부모와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교육받은 학생은 가정과 사회에서 

또 다른 선생님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가족, 그리고 사회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 고리이다. 틸리가 보여준 것처

럼,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연현상과 그로 인한 연계 과정을 배움으로써 임박한 자연재난을 암시하는 신호

를 인지할 수 있다. 어릴 적부터 받은 교육으로부터 얻은 지식은 한 개인이 평생을 살아가는 밑거름이다. 

지진과 지진해일 및 화산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능력 또한 충분

한 교육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지진과 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개인적인 위험을 

줄이고 사회가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발생하는 동안 그리고 발생 이후에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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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녀와서
무녀도초등학교 3학년  이서율

이번에 다녀온 기상청 지진교육은 내가 갔었던 모든 체험활동 중에서 가장 기

억에 남는다. 너무 설레어서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눈이 떠졌다. 아침에 

약간 쌀쌀했지만 기상청에 갈 생각에 모든 것이 즐거웠다. 

3시간 정도를 달려 기상청에 도착했다. 밖에서 보던 기상청 건물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화려하지 않았다. 서울은 여기 저기 높은 빌딩이 많아서 계속 마음

속으로 ‘우와~ 우와~’ 하면서 왔는데, 기상청 건물은 아주 평범했다. 그러나 

기상청에서의 체험활동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기상청을 들어서자마자 간 

곳은 회의실 같은 곳이었다. 행사의 취지를 듣고, 행사에 대한 안내를 받았

다. 그 곳에서 지진에 대한 각종 정보를 들었는데,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국가지진화산센터였다. 한 눈에 펼쳐진 우리나라의 지진 

화산을 감시하는 곳이 정말 멋졌다. 2명씩 4개조가 하루 종일 우리나라의 지

진과 화산을 감시한다고 하셨다. 단 1분 1초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

다. 국민들의 안전이 이 여덟 분에게 있다고 생각하니 그 분들이 더욱 대단

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설치되었다는 지진계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진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체험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지진으

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두근거리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국가지진화산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기상센터였

다. 방송에도 나온다고 하는 여자 분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일기예

보를 국민에게 알리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선생님께서 체험

활동을 오기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이번 체험활동 코스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놀이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답사를 갔을 때, 여러분이 

충분히 배울 것이 많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으로 체

험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았다.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재미있는 활동은 아니었지만 지진과 기상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체험이었다. 네 번째로 간 곳은 우리가 직접 기상캐스

터가 되어보는 곳이었다. 한명씩 모두 해본다고 해서 조금 떨렸다. 정말 신기

했다. 카메라 앞에 서자 내 모습이 TV화면에 나오는 것이었다. 일기예보를 

하는 앵커들도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한다고 하였다.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긴

장하는 형과 동생들을 보니 웃기기도 했다. 

그 다음은 기상청 안에 전시되어 있는 각종 물건들을 쭉 둘러보았다. 친절하

게 설명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기상청의 역사를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사진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우리



를 인솔해주시던 분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었다. 내가 찾고 싶었지만 주인공

은 우리학교 선생님이셨다. 그 분은 예전 생각이 나신다면서 웃으셨다. 그리

고는 다시 처음에 갔었던 교육실로 가서 지진과 기상에 관련된 과학교구를 직

접 만들었다.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교구였고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꼭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뻤다. 

처음에 기상청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서 체험할 것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 의심

을 했었다. 그런데 3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기상청에 들러 기상청 바깥

에 있는 관측장소를 둘러보았다. 학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기한 기구들이 많았다. 설명하

시는 분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

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기상청에 오기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번 기상청 지진교육은 무녀도초등학교에서 갔었던 그 어떤 체험활동보다

도 훨씬 좋았다. 놀이기구를 타지도 않았고, 자유시간이 많지도 않았는데, 

시간 가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배울 것이 많았다. 앞으로 누군가가 지진이나 

날씨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를 위해 애써주시는 기상청 분들이 든든했다. 특히 무녀도는 물고기도 잡고, 

김양식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날씨 정보가 그 어떤 곳보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일을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기상청에서 일하시는 아저씨, 아주머니! 가끔씩 일기예보가 틀렸을 때, 불평

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불평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체험활동 코스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놀이시설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답사를 

갔을 때, 여러분이 충분히 배울 것이 많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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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재난영화들의 흥행 성적은 못해도 중간 수준이었다. 영화 성격상 대부분 블록버스터급이며 실제 상

황을 재구성했든 창작을 했든 그 내용은 지구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즉 인간의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

나이기 때문이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는 사람들이 주는 감동 이야기야 두말 할 것도 없다.

한국 최초의 본격 재난 영화 <해운대>가 개봉했을 때 부산 시민들의 마음은 다소 불편했었다. ‘하필 우리

동네냐’는 정서적 섭섭함이었다. 영화는 2004년 인도네시아 지진해일 사태 때 근처 해역으로 조업을 나

갔다 죽은 선원의 딸 ‘연희’(하지원)와 연희 아버지와 함께 원양어선을 탔다 살아 돌아온 ‘만식’(설경구)의 

야릇한 러브라인에서 출발한다. 이 장면에서만 해도 관객에게 지진해일은 자신과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일

일 뿐이었다. 관객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 큐슈 북부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마도가 가라

앉았고, 높이 50 m의 초대형 지진해일이 시속 800 km의  속도로 부산을 향해 밀려들어오는 설정부터

였다. 영화이지만 재난 현장이 피서철이면 하루에 백만 인파가 몰리는 해운대였기에 공포는 두 배가 되

었다. 부산 최대의 전망을 자랑하는 해운대 앞 광안대교가 산산조각 나고 하지원과 설경구가 전봇대에 

매달려 사투를 벌이는 광경 앞에서 관객들은 실제로 지진해일이 밀려왔을 때의 참사를 상상하게 되었다. 

천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해운대’는 필름 밖 현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지진해일이 대형 파

도로 육지를 휩쓸어버리는 괴물이지만 그 출발은 해저 지진이나 화산 폭발에 의해 시작된다는 상식도 영

화 속 대사를 통해 새삼 되새길 수 있었다. 전국의 해수욕장 일대에 늘 세워져있던 ‘안전관련 안내문’에 

대한 여행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때맞춰 해운대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한 ‘이안류’(해안 가까이에서 파

도가 부서지면서 한 곳으로 밀려든 해수가 좁은 폭을 통하여 다시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흐름)에 대

해 초미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영화는 일본에서 벌어지는 자연재해에 대한 이웃나라의 보다 폭넓은 

시각을 요구하는 메시지도 관객에게 전했다. 특정 국가의 재난이 조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우에 따

라 인접국가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보편적 상식을 대마도 침몰과 지진해일 발생이라는 설정

을 통해 이야기한 것이다.  

영화에서 배우는 

지구 재난 이야기

스크린이라 다행이라고?

이영근 작가



자연 재해를 주제로 하는 영화의 고전은 1908년 이탈리아에서 개봉한 이래 21세기까지 끊임없이 리메이

크 필름으로 진화되고 있는 ‘폼페이 최후의 날’을 꼽을 수 있다. ‘폼페이’는 기원전 유럽 최대의 명품 도시

로 로마의 왕족과 귀족들의 온갖 호사가 모여 있던 곳이다. 기록과 영화에 의하면 이 도시는 서기 79년 8

월 24일, 단 하루 만에 세계 지도에서 사라졌다. 

비극은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에서 시작되었다. 당시는 활화산을 지구의 운동으로 보는 시각보다 신화적 

감성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던 시절이었다. 영화의 줄거리는 욕망과 암투와 사랑과 배신으로 일관한

다. 그리고 그 모든 인간의 정념도 자연의 꿈틀거림 앞에서 속절없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수비

오 화산 폭발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10만 배에 이른다. 수천 명의 시민 대부분은 순간 열에 의해 즉

사했고 항구를 향해 달아나던 일부는 용암에서 분출된 가스와 도시를 뒤덮은 화산재와 부석에 질식했거

나 맞아죽었다. 무사히 항구에 도착해서 배에 오른 난민들 또한 화산의 위력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화

쇄난류로 해일이 발생, 배는 뒤집히거나 깨져버렸다. 마침 불어온 동풍으로 치명적 재난을 면한 나폴리의 

해안에는 지진해일이 밀려들었다. 아무런 대비 없이 순식간에 몰살당한 폼페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

로 보면서 관객은 지구의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는 오늘의 과학에 감사하고 안도하게 된다. ‘베수비오 화

산 폭발’을 주제로 한 최초의 영화 ‘폼페이 최후의 날’은 2014년 미국과 독일 합작영화  ‘폼페이 : 최후의 

날’로 또 다시 리메이크, 인류의 심장을 서늘하게 했다.

1997년에 개봉한 ‘볼케이노’ 또한 ‘재난 영화의 고전’으로 불리는 명작이다. 재난의 징후는 미국 LA 상수

도에서 발견된 일곱 구의 변사체에서 시작되었다. 시신 발견 즉시 LA 경찰국 조사반과 비상대책센터 등

에서 조사에 나섰지만 원인 규명에 실패한다. 다만 지질학자 에이미 반즈 박사만이 지각의 이상한 행동

을 발견, 당국에 위험을 알리려 한다. 그러나 이미 분출한 용암이 번화한 LA의 중심가로 흘러내리고 화

산재는 도시를 뒤덮는다. 

사진출처_ Pixabay
영화 <해운대>, 영화 <폼페이 : 최후의 날> , 
영화 <볼케이노> , 영화 <대지진>, 영화 <일본침몰>, 
영화 <샌안드레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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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센터의 책임자 ‘로크’는 캘리포니아 전 지역의 소방차와 수 백대의 헬기를 이용, 용암의 흐름을    

1차 저지선까지 차단한다는 작전을 수행한다. 그러나 용암은 지상이 아닌 지하철 선로에서도 흐르고 있

었고, 그 용암이 지하철 종착역 지점에서 대분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에이미 반즈 박사로부터 듣는다.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30분. 영화는 대도시를 감싸고 있는 산악지대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경우의 

상황을 특수 세트와 그래픽디자인, 그리고 배우들의 열연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한 사회 시스템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중국 펑샤오강 감독이 제작, 2010년에 개봉한 ‘당산대지진’(한국 개봉 이름 ‘대지진’)은 1976년 중국 당

산에서 발생한 지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일곱 살 쌍둥이 ‘팡떵’

과 ‘팡다’ 쌍둥이 가족은 단 23초 동안 벌어진 대자연의 흔들림 속에  무너지고 만다. 그 23초 동안 당산

시 시민 27만 명이 사망했고 쌍둥이 가족도 해체의 위기를 맞게 된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붕괴되는 아

비규환의 현장에서 쌍둥이 남매는 건물 잔해에 묻힌다. 하지만 아직 생명은 살아있는 상태. 구조대와 함

께 쌍둥이를 구출하러 현장에 온 엄마는 쌍둥이 가운데 단 한 아이만 구출할 수 있다는 구조대의 말에 망

연자실한다. 영화는 쌍둥이 가족의 비극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없는 사회가 어떻게 맥없이 붕

괴되는지를 고발하고 있다

과학을 근거로 대재난을 경고하는 영화들도 관객들의 공감을 얻었다. 2006년에 개봉한 ‘일본 침몰’ 은 

제목 그대로 ‘일본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다.’는 전제 하에 제작된 영화다. 영화는 도쿄에서 동남쪽으로 

150 km 떨어진 스루가만에서 발생한 엄청난 대지진과 함께 시작된다. 영화는 매우 일본스럽게도 ‘논리

를 통한 관객 설득하기’로 전개된다. 스루가만의 지진은 도쿄, 규슈 등 일본 전역으로 번지는데, 미국의 

지질학회는 이런 재난에 대해 ‘일본의 지각 밑에 있는 태평양 플레이트가 상부맨틀과 하부맨틀의 경계 면

암의 흐름을   

흐르고 있

터 듣는다. 

했을 경우의 

회시스템이



에 급속하게 끼어 들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며 ‘40년 안에 일본은  침몰’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한다. 일본의 지구과학박사 타도코로(토요카와 에츠시)는 더 끔찍한 주장을 내놓는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된 다량의 박테리아가 메탄가스를 생성, 그것이 윤활 작용을 해 태평양 플레이트의 움직임을 가

속화 시키게 되며, 그에 따르면 정확히 338일 후 일본이 침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급격한 혼란에 

빠지고 ‘대안’으로 초강력 폭약  ‘N2’를 이용해 열도와 플레이트를 분리하는 작전을 실시한다. 영화는 그 

결과까지 보여주지는 않았다. 단, 실제로도 존재하는 ‘열도 침몰설’을 꽤 근거 있는 과학적 가설을 통해 관

객에게 전하고 있다. 재난영화 대부분이 그렇듯 ‘일본 침몰’ 역시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는 문명의 태도

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폭발에 의한 분리 작전’이다. 그러나 특수부대 요원들은 ‘N2’ 작전

을 수행하던 중 요원과 포탄 모두를 잃어버린다. 영화 속 일본도, 극장 속 관객도 절망하는 순간이다. 하

지만 잠수정 조종사인 ‘오노데라’가 등장,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심연을 향해 들어가는 장면에서 ‘어떤 재

해에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낸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최근에 개봉한 재난영화 ‘샌안드레아스’는 메가시티에서 지진과 지진해일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끔찍한 일들을 거대한 스케일의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작품의 장점은 ‘영상’이다. 그래

픽과 함께 성장한 비주얼 세대에게 ‘재난영화’의 구조는 고루한 소재일 수도 있다. ‘샌안드레아스’는 CG의 

장점을 극대화, 재난 영화의 고전적 구조에 피로감을 느끼던 비주얼 세대가 다시 ‘재난’에 관심을 갖게 했

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화는 구조헬기 조종사 ‘레이(드웨인 존슨)’가 위기에 빠진 딸을 구출하기 위해 아내

와 함께 재난 지점으로 향한다는 스토리로 이뤄져 있다. 구조대원의 사사로운 행동 설정이 영화에 대한 신

뢰를 떨어트렸다는 지적도 있지만 ‘오히려 재난 시 상황을 집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재난 영

화 고유의 기능을 살릴 수 있었다.’는 긍정적 반응도 적지 않다. 

에 급속하게

발표한다. 

인해 발생된

속화 시키게

빠지고 ‘대안

안전불감증을 화들짝 깨워주는 재난영화들 

감독 브래드페이튼 / 주연 드웨인 존슨, 알렉산드라 
다드다리오, 칼라구기노 / 2015년 

감독 믹 잭슨 / 주연 토미 리 존스, 앤 헤이시 / 1997년

 감독 존 라피아 / 주연 김 멜라니, 딘 케인, 데
이빗 쿠빗 / 2006

 감독 펑샤오강 / 주연 서범, 장국강, 장정초, 
왕자문 / 2010

감독 히구치 신지 / 주연 쿠사나기 츠요시, 시바사키 코
우 / 2006

감독 윤재균 / 주연 설경구, 하지원, 박중훈, 엄정화 / 2009

 / 감독 J.A. 바요나 / 주연 이완 맥그리거, 나오미 왓
츠, 톰 홀랜드 / 2013

감독 맷 코드 / 주연 리차드 버기, 줄리엣 오브리 / 
2011

감독 로저 도널드슨 / 주연 피어스 브로스넌, 린다 해
밀턴, 찰스 할라한 / 1997

 감독 데일 G 브래들리 / 주연 린다 카터, 파커 스
티븐슨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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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CUS. 3 생활 속 지진·지진해일·화산 F   CUS. 3 생활 속 지진·지진해일·화산 

지진의 

  크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진도 1 진도 2 진도 3 진도 4 진도 5 진도 6

수정 메르칼리 진도계급 

규모는 지진 자체가 갖는 에너지의 크기를 말한다.     

따라서 지진파가 관측된 어느 곳에서 계산하더라도 규모는 동일하다. 

이 개념을 처음 도입한 미국의 지진학자 리히터의 이름을 딴 

리히터 규모가 자주 사용된다. 

진도는 어떤 장소에서의 지진동의 세기를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의 물체 또는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로 표현한 것으로 정해진 설문을 기준으로 계급화한 것이다. 

그래서 진도는 지진파가 전달된 지점마다 다르게 표현된다. 

큰 지진이라도 아주 멀리서 관측되면 그 영향이 작아져 진도도 작아지며, 

같은 지역에서도 지반조건이나 건물상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미세한 진동으로 

지진계와 극소수의 

사람만이 느낌 

매달린 물체가 

약하게 흔들리며

소수의 사람만 느낌 

실내에서 현저하게

느끼며 트럭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진동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가 

뚜렷하게 움직임 

다수의 사람들이 

느끼며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함 

모든 사람들이 느끼며 

무거운 가구들이 

움직이고 피해를 

입는 굴뚝도 있음 



규모와 진도 

진도 7 진도 8 진도 9 진도 10 진도 11 진도 12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가며 운전자들도 

지진동을 느낌 

무거운 가구가 

넘어지고 굴뚝, 

기념탑 등이 

붕괴됨 

모든 건물이 피해를 

입고 지표면에 

금이 가며 

지하송수관이 파손됨 

지표면이 

갈라지고 

기차 선로가 

휘어짐 

남아 있는 석조 

구조물이 거의 없으며 

다리가 부서지고 지표면에 

심한 균열이 생김 

물체가 공중으로 

튀어 나가며 

지표면에 

파동이 보임 

진도 2 진도 4 진도 6 진도 7

진원
규모 7.4

지진발생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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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카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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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없는 지진, 빠르게 대비하면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기상청의 노력입니다.

지진조기경보 서비스는 

국내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관측될 경우 빠르게 지진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2015년 50초 이내 제공, 2020년에는 10초 이내 제공 예정)

지진 

P파 

S파 10초 

2015년 12월 발행 / 발행_ 기상청 지진화산관리관실 지진화산정책과
기획 및 편집_ 지진화산관리관 윤원태, 지진화산정책과장 이성태, 지진화산정책과 김재영, 심원보, 송샘 / 디자인·인쇄_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기상청
지진조기경보 

P파 도착 지진관측 

S파 도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