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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는 외국에서 지진이 일어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면서도 이는 남의 나라 

일이거니 하고 무심하게 넘긴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러한 

통념을 뿌리째 흔들어버린 경험이었습니다. 지구상에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없으며 어느 

곳에서도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가 우리에게 새삼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문헌에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있음을 보면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은 5.8이라는 큰 규모임에도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지진도 일어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손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볼 때, 이번 지진으로 인한 대응책이 강화되어 향후 더 큰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이번 지진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진은 안타깝게도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전조현상을 관측하여 

이를 미리 예측하기 위한 시도는 과거로부터 계속 있어왔지만 성공적으로 실현한 예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이후 신속한 분석 및 통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5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리 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이번 9.12 지진에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진관측 27초 만에 전진을, 26초 만에 본진을 분석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전달하였습니다.

President’s  Message

사문헌에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있음을 보면서도 이와 

일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진은 5.8이라는 큰 규모임에도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보다 

지진도 일어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손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어떻게 볼 때, 이번 지진으로 인한 대응책이 강화되어 향후 더 큰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있다면 이번 지진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전조현상을 관측하여

리 예측하기 위한 시도는 과거로부터 계속 있어왔지만 성공적으로 실현한 예는 없습니다. 

라 모든 국가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이후 신속한 분석 및 통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리 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이번 9.12 지진에 큰 위력을 

습니다. 이를 통해 지진관측 27초 만에 전진을, 26초 만에 본진을 분석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게 전달하였습니다.



2016.  12.

기상청장

다만 기상청의 이 자료가 국민 개개인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작업은 기상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국민안전처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밀접한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긴급재난문자방송(CBS)를 이용, 지진정보를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11월 21일부터 기상청과 국민안전처 간 시스템을 연계하여 

긴급문자를 발송하는데, 이에 따라 문자 발송 소요시간이 기존의 4분에서 최대 20초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지진전용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을 기상청 내에 자체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진조기경보 분석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신속한 정보 전파 방안을 마련하여 지진조기경보 

통보시간을 더욱 단축시키겠습니다. 국가지진관측망을 조기에 확충하고 기상청의 조직 및 

인력을 확대하여 지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기상청의 서비스가 아무리 

신속·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0년도에 창간된 「지진포커스」는 올해로 일곱 번째 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국가지진정책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장으로 마련된 

지진포커스는 금년도에 9.12 지진 특집을 마련하여 이번 지진의 특성, 현장조사, 연구 결과 및 향후 

대책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지진에 대한 특집으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공유되고 창조적으로 확산되어 향후 국가지진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진방재 및 연구 

등에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6.  12.

기상청장

이런 점에서 우리는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긴급재난문자방송(CBS)를 이용, 지진정보를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11월 21일부터 기상청과 국민안전처 간 시스템을 연계하여

긴급문자를 발송하는데, 이에 따라 문자 발송 소요시간이 기존의 4분에서 최대 20초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지진전용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을 기상청 내에 자체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진조기경보 분석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신속한 정보 전파 방안을 마련하여 지진조기경보 

통보시간을 더욱 단축시키겠습니다. 국가지진관측망을 조기에 확충하고 기상청의 조직 및 

인력을 확대하여 지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기상청의 서비스가 아무리

신속·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0년도에 창간된 「지진포커스」는 올해로 일곱 번째 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국가지진정책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장으로 마련된 

지진포커스는 금년도에 9.12 지진 특집을 마련하여 이번 지진의 특성, 현장조사, 연구 결과 및 향후 

대책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지진에 대한 특집으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공유되고 창조적으로 확산되어 향후 국가지진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진방재 및 연구 

등에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은 기상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지진대비 체계를 시험하

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시 44분경에 발생한 전진은 규모 5.1로 기상청에서 한반도 지진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래 4번째로 큰 지진이었으며 그 후 48분 후인 20시 32분 경 발생한 본진은 규모가 5.8에 달

하여 관측 이래 가장 큰 국내지진이었다.

기상청은 2011년 준비를 시작하여 2015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초관측 

후 27초 만에 전진을,  26초 만에 본진을 분석하여 국민안전처를 포함한 유관기관에 지진조기정보를 통보하였

다. 그러나 국민들이 긴급재난문자방송(CBS: Cell Broadcasting Service)을 통하여 이 정보를 받는 데에는 약 

9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국민안전처의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 상 신속하게 제공되는 지진조기경보

를 활용하지 않고 지진통보를 수신하는데 5분,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의 지역산출에 2분, 문자발송시스템의 문안 

및 수신지역 설정에 2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급재난문자의 지연 발송으로 인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었으며, 지진에 관한 재난문자 긴급성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9월 21일 개최된 당·정·청 협의회에서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을  

기상청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4회의 기상청-국민안전처 T/F 회의 등을 거쳐 11일 21일부터 기상

청이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 업무를 이행하게 되었다. 아울러 2017년에는 기상청 전용 지진·지진해일 긴

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이동통신사와 연계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지진·지진해일 정보

의 대국민 전달 시간을 단축시키고 선제적 지진대응 지원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내용은 기상청이 향후 국가 지진업무를 선도하기 위해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의 한 사례에 불과

하다. 기상청이 수립하고 있는 지진업무 강화대책에 따르면 지진조기경보 통보시간이 현행 지진관측 후 50초

에서 7∼25초까지 단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지진조기경보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단축을 위해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신속한 정보전파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2020년까지 전국 314개소 관측소로 확충할 

계획이었던 국가지진관측망을 2018년까지 조기에 확충할 예정이다. 주요 단층대 주변, 전략적 요충지, 지진다

발 및 관측공백지역 등이 주요 관측소 신설지역으로 예정되어 있다.

한반도의 지진 증가 추세 속에 지진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기상청은 2017년 한반도 지진발

향후 국가지진업무에 대한 
기상청의 선도적 역할
기상청 지진화산관리관 김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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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환경 해석을 위한 연구, 한반도의 지진규모별 예상 진동영향 평가 외에도 지진조기경보 성능향상, 계기진도

의 정확도 개선, 국외지진의 국내 영향 평가 및 인공지진의 전파·폭발규모 추정 등 다양한 방면의 신규 연구과

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지진관련 부처 간 연구개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전역

의 단층위치에 대한 정보 및 활성단층 관련 연구 결과도 공유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듯 다양한 방면의 대책을 수립하는 목적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지진에 대한 대비를 위함이다. 지진

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또한 이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판 경계로부

터 수백 km 이상 떨어진 유라시아판 동쪽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대만과 같이 대형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번에 보았듯이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가능한 것이다. 과거 역사문헌에서 지진으로 인해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었

다는 기록이 적지 않게 발견되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지진관측을 시작한 것은 1905년 3월 인천에 기계식 지진계가 설치된 때부터였

다. 그 후 1944년부터 1962년까지 전쟁 등 혼란기로 인해 관측이 중단되었다가, 1963년 미국지질조사소의 전

지구 표준지진관측망(WWSSN: World-Wide Standardized Seismograph Network) 사업의 일환으로 지진

계가 서울에 설치되긴 했으나 본격적으로 전국적 계기지진관측이 실시된 것은 1978년부터였다. 그 당시는 아

날로그 지진장비였으나 1996년 12월 영월지진 및 1997년 경주지진을 통해 국가 지진방재체제 보강의 필요

성이 제기, 디지털 관측망이 구축되었으며 그 후 지속적인 보강을 통해 질적 및 양적 발전을 이루었던 것이다.

지금은 지진업무가 지진감시업무에 국한되었던 과거의 환경이 아니다. 현재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법 제도, 

조직 구성 및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 총괄부처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등 국가지진업무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외 

관련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공동대응하고 있다. 기상청만의 발전이 아닌 국가지진업무의 다양

한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다. 기상청 지진화산업무 총괄이라는 직책을 맡은 이로

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이다. 





9.12 지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몸으로 지진을 경험한 이후에는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지진을 남의 나라 일로만 

받아들이던 사회적 인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9. 12 지진으로 인한 지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지진학계에 더 많은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 

줬다. 하지만 지진에 대한 높아진 관심만큼 지진 연구 환경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될 것이다. 

Special Focus
9.12 지진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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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지진과 
지진학의 새로운 과제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이준기

2016년 9월 12일 오후 7시 44분경 천년 고도 경주 인근에서 기상청 발표 규모 5.1의 지진이 발

생하였고, 진앙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시기도 전인 오후 8시 44분경 국내에서 지진계를 이

용한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규모 5.8의 지진(9.12 지진)이 발생하였다. 전 지구 스케

일에서 지진의 규모별 발생 빈도 분포에 의하면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규모 8정도의 지

진이 매년 1회 정도 발생하고, 규모가 1 감소할 때마다 10배로 많은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따라서 9.12 지진 정도 크기의 지진은 지구 전체로 보면 매년 수십에서 수백회 정도 

발생하는 흔한 지진이지만, 한반도 특히 내륙으로 범위를 한정할 경우 가장 최근에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1980년 북한에서 발생한 규모 5.3 지진일 정도로 드물게 발생하는 지진이다. 

9.12 지진의 진앙은 양산단층 인근으로 많은 단층들이 존재하는 지역이지만, 최근 진앙부근에서

의 지진활동은 크지 않았다. 초기 분석 결과에 의하면 9.12 지진은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했던 지

진들과 유사한 북북동-남남서의 주향을 가지는 주향이동 단층 운동에 의해 발생하였고, 연구자

들 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15 km 정도 깊이에서 지진이 시작되었다. 지진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에 걸맞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생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

진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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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인가?’라는 질문이 사회적으로 가장 관

심이 높은 지진 관련 질문이었다. 지진은 오랜 기간 동안 탄성 변형 형태로 축적된 에너지가 급

격한 단층 운동에 의해 방출되는 현상이고, 탄성 변형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판의 운동 때

문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또한 판의 운동 양상은 최소 수만에서 수십만 년 시간 단위에서는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한 지역

의 지진 발생 양상도 비슷한 시간 단위에서는 대략적으로 일정하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대

규모의 지진들이 발생했었다는 기록들은 여러 역사 문헌들에 남아있고 지진 발생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는 비슷한 지진들이 현재에도 발생 가능하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기 때

문에 지진학계에서는 정부, 언론, 일반인들에게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던 ‘지진은 남의 나라 일이고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크게 일으키지는 않았지

만 전국적으로 지진동을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했던 9.12 지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몸으

로 지진을 경험한 이후에는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은 의미가 없어져 버

렸고, 지진을 남의 나라 일로만 받아들이던 사회적 인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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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식 변화에 따라 지진학계가 대답해야 할 질문들도 아래와 같은 내용들로 바뀔 것이다. 

1) 한반도에서는 얼마나 자주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인가?

2) 어디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인가?

3) 어떤 지역의 지진 위험도가 높은가?

4) 지진 예측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5) 지진에 의해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인가?

6) 가장 효과적으로 지진에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위에 언급된 질문들은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인가?’라는 과학적으로는 답이 명백했던 질문에 

비해 더 많은 자료의 축적과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의 조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답

을 제시 할 수 없는 질문들이며, 어떤 질문은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답이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

는 질문이다.  

9.12 지진으로 인한 지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지진학계에 더 많은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 줬다. 하지만 높아진 지진에 대한 관심만큼 지진 연구 환경

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될 것이다. 지진 관련 여러 기관들과 개별 연구자들의 조직적인 협력을 통

해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질문들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여, 9.12 지진을 계기로 국내 

지진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11 _ Earthquake Focus       10

9.12 지진 발생 시 
국가지진화산센터 현장 스케치
기상청 지진화산감시과 기상연구관 이지민 

1978년 기상청의 계기지진 관측 이후 지금까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평

균적으로 6∼7년에 한번씩 발생하였다.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7월 5일 오

후 8시 33분경에 규모 5.0의 울산해역지진이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규모 

5.1과 5.8의 지진이 경주 인근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하였다. 현대과학 기

술로 지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진 감시 및 통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지진 총괄부처인 기상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에 9.12 지진 발생 당시 지진 현업부서인 국가지진화산센터의 현장상황을 

기술하고자 한다.

1997년 6월 경주 인근지역에서 피해는 없었지만 규모 4.2 지진을 포함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2015년까지 총 21회 발생하였다. 지난 9월 12일 

오후 7시 44분 32초, 경주시에서 남남서쪽으로 약 8.2km 떨어진 내남면

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하고, 약 48분 이후인 8시 32분 54초에 기상청 

관측 이래 한반도에서 가장 큰 규모 5.8의 지진이 전진의 진원으로부터 남

쪽으로 약 600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하였다. 규모 5.0 이상 지진이 두 

차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가지진화산센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함 

속에 긴장감이 돌았다. 1차 지진조기경보가 나간 직후 지진속보가 발표되

고, 긴급방송이 요청되는 등 촉각을 다투어 분주한 가운데 비상소집 인원

들이 속속 도착하였다. 

비상소집에 응소한 지진상황반원들은 지진화산관리관과 지진화산감시과장의 총괄하에 각자의 

자리에서 지진대응업무를 분담하였다. 8시 30분경에 계기지진관측 이래 역대 4번째로 큰 규모 

5.1 지진과 짧은 시간동안 15회 발생한 여진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내보냈다. 보도자료가 

나간 뒤 2분여 만에 규모 5.8의 본진이 발생하였다. 가장 먼저 지진파형을 인지한 누군가 ‘크다’

라고 외쳤고, 곧이어 조기경보시스템에서 규모 5.9로 분석되어 센터 내에 있는 현업자를 포함한 

관리관실 직원들은 처음에 이 사태가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관측소로부터 들어오는 

지진파형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분석시스템에서 규모의 분석결과를 확인하고는 전진보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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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임을 알 수 있었다. 지진현업자들은 지진 발생 이후 약 26초 만에 발령된 지진조기경보를 

확인하고, 곧바로 지진속보와 지진통보를 통해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규모 5.8의 본진이 

발생한지 20분도 채 안돼서 8시 50분경에 본진에 대한 보도자료가 추가로 배포되었고, 9시 20

분경에 지진화산감시과장의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진과 본진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어, 자정과 13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추가분석 결과와 집계된 진앙 인근지역의 

피해현황이 보도되었다. 

  

전진 발생 이후부터 13일 새벽 3시 40분경까지 대구기상지청, 부산기상청, 강원기상청 등 전국

에 있는 25개 소속기관과 산하 기상대로부터 지진감지 민원전화와 피해발생 여부 등 유감신고가 

국가지진화산센터로 보고되었다. 연달아 발생한 큰 지진 이후 약 330여회의 크고 작은 여진들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지진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국민들을 비롯한 언론과 유관기관 등의 여

진발생에 대한 문의전화가 국가지진화산센터로 몰려 지진대응업무를 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

이 있었다. 

본진 발생 이후 비번인 현업근무자들은 휴일도 반납하고 출근하여 파형자료를 정밀분석하며 수

백여회 여진을 판별하였고, 국가지진화산센터에서는 여진 발생 시 빠른 정보 전달을 위해 기상

청 홈페이지 속보창을 통하여 여진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지진화산센터는 1년 365일 24시

간 상시 가동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정확하게 지진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9.12 지진으로부터 2개월 여 지난 지금도 경주지역에서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지진현업 근무자들은 쉬지 않고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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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본 9.12 지진 피해
기상청 9.12 지진 현장대응팀장 박순천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하 9.12 지진)은 1978년 기상청의 계기지진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으며,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한 지 한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규

모 5.8의 더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전 국민이 놀람과 동시에 지진으로 인해 불안에 떨었다. 한반

도 내륙에서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은 2007년 1월 20일의 오대산지진(규모 4.8) 이후 

거의 십년만이다.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직접적으로는 건물의 기둥이나 벽, 기초에 

대한 피해나 건물에 부착된 문, 유리창 파손과 같은 구조물 피해와 건물 붕괴나 가구 전도 등으

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반이나 사면붕괴, 수도나 전기, 가스와 교통, 통신

시설과 같은 라이프라인 피해, 화재, 지진해일이 유발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피해규모가 클 경우 

물자 부족이나 위생상태 악화, 치안 악화 등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간 지속되는 여진활동으로 

인한 노이로제, 외상 후 스트레스,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등의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다. 9.12 지진은 다행히 이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일으킬 만큼 큰 규모의 지진은 아니었지만, 구

조물을 중심으로 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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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지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접수된 지진 피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지붕 파손이다. 전통 문화가 많이 보존되고 있는 경주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함으로써 한옥

의 기와가 밀리거나 떨어지는 등 지붕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와를 얹기 위해 기왓장 

아래에 황토를 깔게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황토가 굳어 기와와 떨어진 상태에서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가해져 기와가 떨어진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도 지붕의 경사가 완만한 경우는 아래

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 물론 지진동의 세기와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붕을 어떻게 설계

하느냐도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 하겠다.

지붕 파손 다음으로 많은 피해는 건물 균열이었다. 건물 균열의 경우 벽체에 수 cm의 균열이 간 

것부터 건물 전파나 반파로 분류될 정도로 벽이나 기둥이 심각하게 파손된 것까지 다양한 피해

가 나타났다. 이런 건물의 피해를 실제 하나하나 확인한 지자체 담당자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건

물 피해는 건축된 지 40~50년 이상의 노후한 건물에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 지어진 건물 중에

서도 블록구조나 황토집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건물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많은 피해 유형은 담장 파손이며, 돌을 쌓아올린 돌담이나 벽돌담, 흙담 등이 무너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천정과 같은 건물 내장재가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

9.12 지진 발생 후 약 2시간동안 SNS 접속 폭주로 인한 접속 장애와 

휴대전화 연결 지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기반 통신시설의 

장애라기보다 국민들의 걱정과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9

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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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피해가 보고되었다. 이번 지진은 천년 고도 경주 지역을 진앙으로 발생하여 문화재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다. 문화재청에 의하면 100건에 가까운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중 첨성대가 2cm 더 기울어지거나 일부 석탑에서도 변위가 관측되어 지진동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국민안전처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9.12 지진에 의한 인명피해는 부상자 23명에 그쳤지만,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여진활동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는 큰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9.12 지진 현장대

응팀이 피해가 컸던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와마을(이하 외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한 

결과, 지진 발생으로부터 40여일이 지난 후에도 75%의 주민이 작은 흔들림에도 두려움을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주지역 지자체와 보건소에서는 지

진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번 9.12 지진 발생 후 약 2시간동안 SNS 접속 폭주로 인한 접속 장애와 휴대전화 연결 지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기반 통신시설의 장애라기보다 국민들의 걱정과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

로 보인다. 기상청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인 ‘지진정보알리미’를 통한 지진감지 제보 건수를 

보면, 9월 12일 처음 발생한 규모 5.1의 전진에 대한 제보 건수는 358건, 규모 5.8의 본진에 대

해서는 588건이었으나 19일 발생한 규모 4.5의 여진에 대해서는 전진이나 본진에 비해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750건의 더 많은 제보가 있었다. 이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여진활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상대적으로 큰 여진이라는 데에 대한 놀라움과 두려

움이 나타난 현상이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9.12 지진으로 여러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 중 지붕과 담장 파손, 건물 균열 

등의 구조물 피해가 주를 이루는데 대부분은 노후화되거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구조물에서 피해

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는 1988년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도입되어 그 기준이 강

화되고 있으며, 2015년 개정된 기준으로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구조물은 내진설계 기준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의 주택이나 구조물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진 위험도가 높은 지역

에 대해서는 소규모 구조물에 대한 지진 방재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지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지진 발생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

한 정보와 교육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외와마을과 같이 시골

의 작은 마을 주민에게까지 필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 전달과 교육 체계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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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19시 44분 규모 5.1의 1차 지진과 20시32분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경주시

에서는 지진 안내 방송 및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을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지진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신속하게 전파하였으며, 빠른 피해접수를 위하여 읍·면·동장 및 읍·면·동 직원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빠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읍·면·동 공무

원 및 공공시설 관리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다닌 결과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총 5,178 건

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중 4,996건의 주택피해가 발생하였고, 182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

하였다. 이 가운데 사유시설은 전파 5건, 반파 24건, 소파 4,967건이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사고가 없었으며, 경미한 부상 2건만 있었다는 점이다. 경

주에서 피해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황남동의 한옥지구였다. 9.12 지진 때 경주의 피해가 많았던 

이유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기와지붕을 한 주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시설의 피해를 보면 대체로 문화재에 대한 피해가 컸는데 총 182건 중 59건이 문화재 피해

였으며 이는 전체의 30%가 넘는 수치이다. 대표적인 피해 문화재는 첨성대가 있는데 문화재 전

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해 첨성대가 기존보다 북쪽으로 2cm 더 기울어 졌으며 상부 

정자석 남동쪽 모서리가 5cm 더 벌어졌다고 한다. 이상의 직접피해를 제외한 파생피해도 500여 

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관광의 도시로 알려진 경주시가 지진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숙박업소의 해약이 90% 이상 되었으며, 관광

객의 숫자는 70% 정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숙박업소 및 관광업소 상가들은 많은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피해가 있었다.

9.12 지진 시 
경주시의 대처현황
경주시청 안전재난과 주무관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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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지진 이후 이상의 많은 피해로 인해 경주 시청을 비롯한 읍·면·동 등 전체 지차제에서는 

평균 1분당 1통 이상의 전화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었다.

지진은 다른 자연재해와 달리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던 재난이며, 이에 따라 

복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일단 응급조치 복구를 하

였는데 위험시설물 안전진단과 한옥지붕 응급복구를 시행하였다. 다른 기관에서 받은 성금은 기

와를 구입하여 지진피해로 인해 기와피해가 있는 가구에 배부하여 주었다. 또한, 지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2,738명에게 재난피해자 심리치료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기존에 계획

된 국내·외 행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10

월 중 1개월 간 사적지 무료입장 및 숙박업소·음식점 등에서 할인 행사를 추진하였고, 관광진

흥기금 융자를 확대하였다. 또한, 주민들에게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및 대피소 위치 적극 홍보 

등 지진대비체계 구축에도 노력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9.12 지진으로 인한 복구비용은 재난지원

금 51억원을 포함, 전체 128억원이며 이 가운데 공공시설 56억원, 사유시설 51억원, 자체복구 

비용이 21억원으로 집계된다.

9.12 지진이 발생한지 어느덧 2달이 넘게 지난 현재 이 지역에는 규모 2.0대의 작은 규모의 여진

만이 발생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아직까지 지진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진에 대한 상담민원과 전화

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주시는 향후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여 

주민들에 대한 지진대비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지진 대피소를 추

가 구축함으로서 지진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에 노력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상청, 국민안

전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국가 지진방재업무에 기여할 계획이다. 



Special  Focus

한반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역사지진이 서기 779년 경주

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경주지역은 우리나라 지진학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2016년 9월 12일 저녁 이 곳에서는 규모 5.8

의 지진이 발생하여 또 다른 중요성을 가지는 지역이 되었으며, 

앞으로 오랫동안 9.12 지진은 우리나라 지진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될 것이다. 

9월 12일 저녁 7시 44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1 지진은 한반

도 남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지되었다. 이로부터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저녁 8시 32분 거의 같은 장소에서 앞선 지진보다 

더 큰 규모 5.8의 지진이 다시 한 번 발생하여 전국이 크게 흔들

리게 된다. 이후 발생한 많은 여진은 전진 및 본진과 함께 우리나

라 동남부에 위치한 양산단층이 언제든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단

층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나라 지진 및 지진위험성 연구의 새

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규모 5.1 지진이 발생한 직후 부경대학교와 부산대학교의 지구물

리연구실에서는 9.12 지진의 여진 관측을 위하여 급히 출발하였

고 본진 발생 후 채 한 시간이 되지 않아 최초의 여진관측소를 본

진 진앙으로부터 약 1.5 km 서쪽에 위치한 경주시 내남면 내남초

등학교에 설치하고 여진관측을 시작하였다. 9월 12일 경주지역에

는 많은 비가 내렸고,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정까

지 진앙지역에는 4대의 지진관측계가 설치되었다. 다음날인 13일

에는 서울대학교와 극지연구소에서 추가로 지진관측 장비와 인력

이 도착하여 9대의 지진계가 설치되었으며, 14일에는 11개, 15일에는 3개 지진계를 추가 설치

하여 총 27대의 지진계로 구성된 임시 여진관측망을 설치하여 9.12 지진의 여진을 관측하게 된

다. 대부분의 임시지진관측소에는 상시전원이 공급되고 있으며, Nanometrics사의 Trillium 

Compact 센서와 Taurus 혹은 Centus 기록계가 설비되어 있고 지진자료는 초당 200 샘플로 기

록되게 설치하였다. 본진 진앙부근에는 2-4 km 간격으로 임시지진관측소가 설치되었으며, 관

9.12 지진 여진 관측을 위한 
임시지진관측망 운영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김광희

그림1
관측자료 내남초교
2016. 9. 12 21:54:34
규모 2.2

그림2
임시여진관측소
기림사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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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망의 주변부에는 6-7 km 간격으로 임시지진관측소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고밀도의 지진관측

망 설치 및 운영은 우리나라 지진연구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며, 여진이 활발히 발생하고 있

는 지역에 고밀도 여진관측망을 설치하고 양질의 지진자료를 대규모로 생산 및 분석함으로써 지

진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12 지진 여진관측 및 연구 그룹은 9월 23-24일 양일에 걸쳐 임시 여진관측망 자료를 회수하

여 분석하였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양질의 자료가 다량 생산되었다. 여진관측망 운영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는 여진 발생지역 가까이에서 지진을 관측하여 기존의 상시 지진관측망보다 신뢰

성 높은 지진 발생위치를 결정하고, 가능하면 지진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하구조를 규명하는 것

이다. 9.12 지진 진원지역에 설치한 여진관측망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당초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성 높은 지진 발생위치 정보와 지진발생 원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9.12 지진 발생 후 최초 10일 동안의 여진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집자료 일부를 선택하

여 P파와 S파의 초동 도착시간을 측정하고 여진 발생위치를 결정하였다. 대부분의 여진은 이 지

역 지질도에 표시되어 있는 양산단층과 그 서쪽에 위치하며, 양산단층과 나란한 주향을 갖는 짧

은 단층 사이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계기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9.12 지진과 같이 큰 규모의 지진과 많

은 수의 여진이 발생한 사례가 없었다. 따라서 이번에 수행한 것과 같은 많은 수의 임시지진관측소

를 이용한 여진관측 경험 또한 없었다. 이번 9.12 지진 여진관측망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9.12 지

진에 관한 자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 지역 지진위험성, 지진유발구조 연구의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지진연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12 지진 여진관측망 및 상시지진관측망 분포(좌)

그림. 9.12 지진 발생 후 10일간의 여진발생 현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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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 발생한 2016년 9월 12일 규모 5.8 지진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발생한 역

사지진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더 오랜 시기의 단층 운동에 대한 지질학

적 흔적을 포함하여, 역사지진은 어떤 지역에서 이전에 발생한 지진활동의 양상을 파

악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장구한 역사만큼이나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오랜 기록

을 가지고 있다. 삼국사기를 비롯하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과 같이 시대를 이은 

여러 왕조의 기록이 매우 풍성하다. 이들 역사기록은 각 왕조시대에 일어난 중요한 일

들의 면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후대에 전하여 교훈을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유

산이다. 역사시대에 일어난 중요한 일 가운데 여러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고, 지진은 

그 가운데 하나인 동시에 당시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사건이다. 따라서 우

리 역사에는 크고 작은 지진에 대한 많은 사례가 언급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기 2년인 

고구려 유리왕 21년에 “秋八月地震: 가을 8월에 지진이 일어나다”라는 기사가 있다. 

유리왕은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의 아들이며 2대 왕이다. 당시 고구려의 수도는 오

늘날의 중국 요녕성에 있는 졸본성이며, 서기 3년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40년간 도읍을 유지하였다. 당시 나라의 대부분의 상황에 대한 기술은 수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시 지진에 대한 기록은 정확히 한반도에서 발생

한 지진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진이 특별하게 언급된 것은 대

단히 심각한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였음을 암시한다. 

시대를 통틀어서 지진이 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임은 틀림이 없다. 더

군다나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사회의 온전한 유지에 큰 타격을 줄 수

경주에서 발생한 
역사지진 이야기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강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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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이러한 피해를 일으킨 지진에 대한 최초의 언급 역시 삼국사기를 통해서 확

인할 수 있다. 서기 27년 백제 온조왕 때의 일이다: “...冬十月地震傾倒人屋: 겨울 10

월에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기울어지고 무너졌다.” 온조는 비류와 함께 동명성왕의 아

들로 알려져 있으며, 고구려의 태자로 이복 형제인 유리가 태자로 책봉되자 남하하여 

지금의 수도권 일대에 도읍을 정하여 한성 백제시대를 열었다. 수도 중심의 사건 기

술에 대한 특징으로 미루어볼 때, 온조왕 때의 지진은 지금의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

한 지진이었고 이로 인하여 당시 백제의 수도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반도에서 서기 2년부터 1905년 인천측후소에 지진계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약 2천년에 이르는 역사지진 기간 동안 경주 지역은 지진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천 년에 이르는 신라의 수도로서 사회적 기능에 따라 지리적

으로 주요 관심 지역이었다는 것도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크

고 작은 지진활동에 대한 뚜렷한 역사기록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기 779년 

통일신라시대 혜공왕 15년에 당시 수도인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백성들의 집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백여 명에 이르렀다는 기록(十五年春三月京都地震壞民屋死者

百餘人)을 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진은 삼국시대를 통틀어서 경주에서 발

생한 가장 대표적인 지진 피해 사례로 꼽힌다. 

“지진(地震)은 천재지변(天災地變) 중의 큰 것이다. 그런 까닭에 경전(經傳)에 

지진을 번번이 기록하였으나 우뢰나 번개의 이변(異變)은 쓰지 않았다. 그러니 

우뢰나 번개는 보통 있는 일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춘추(春秋)》에도 이백(夷伯)의 

사당에 지진하였다는 것만 썼다. 그래서 우뢰와 번개는 심상한 일인 것을 알겠다.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없는 해가 없고, 경상도에 더욱 많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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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는 조선 세종 31년인 서기 1449년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문종 원년인 서기 

1451년에 완성된 고려시대 역사서이다. 고려사에 기록된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대표

적인 지진으로 현종 4년(서기 1013년)과 정종 2년(서기 1036년)에 발생한 사건을 꼽

을 수 있다. 서기 1013년 지진에 대하여, 당시 현종은 “짐의 허물과 잘못으로 변이가 

잇달았다. 재앙이 수그러들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아뢰도록 하라”고 말할 정도로, 

경주 일대에 막대한 지진 재난이 발생하였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있다. 또한 서기 

1036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당시 고려의 수도인 개성과 이전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포

함한 한반도의 넓은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되었음을 기록(戊辰京城及東京尙廣二州安

邊府等管內州縣地震多毁屋廬東京三日而止)하고 있다. 

이 기록은 상대적으로 잘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류층이 사는 기와집과 그보다 

못한 일반 백성들의 집을 가릴 것 없이 많은 피해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경

주에서는 3일 동안 지진이 계속되었다는 언급은, 이번 9.12 지진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여진활동이 지속되

었음을 지시한다. 

1013년과 1036년의 두 차례 지진은 이전부터 고려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서술과

는 완전히 별개로 훨씬 상세한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사료가 발견되어 학

계를 놀라게 하였다. 2007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석가탑에 안치된 유물과 관련한 경과

보고를 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1966년 불국사 석가탑의 해체,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묵서지편(墨書紙片)’의 판독에 관한 것이었다. 묵서지편은 110여 쪽에 이르고 이를 

구성하는 최소 4종의 기록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1024년 ‘불국사무구정광탑중

수기(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記)’와 1038년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佛國寺西石塔重

修形止記)’가 이전 두 차례에 걸친 지동(地動, 지진)으로 수리하게 되었다는 석가탑 중

수의 전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약 1000년 만에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 

중요한 기록은 과거 경주에서 겪은 지진을 생생하게 재현해내는 계기가 되었다. 

구성하는 최소 4종의 기록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

수기(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記)’와 1038년 ‘불국사서

修形止記)’가 이전 두 차례에 걸친 지동(地動, 지진)으

수의 전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약 1000년 만에

중요한 기록은 과거 경주에서 겪은 지진을 생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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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에서 확인한 동 시기의 지진 기록과 함께 미루어보면 당시 지진으로 인한 피해

가 얼마나 큰 것이었으며, 2016년 경주와 같이 활발한 여진 활동이 과거에도 반복되

었음을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실 1966년 석가탑의 도괴 위험이 

처음 알려졌을 때, 불국사 측에서 그 훼손 원인을 지진이라고 알린 것(나중에 실사를 

통해 도굴에 의한 훼손임이 확인되었다!)은 또 다른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지진에 대한 기록을 충실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우리 선조들은 지진이라는 자연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였기에 이와 같은 기록을 

남기게 되었을까? 조선왕조실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세종 14년(서기 1432년) 

5월 5일, 경연(오늘날의 국무회의)에서 세종께서 하신 말씀이다.

“지진(地震)은 천재지변(天災地變) 중의 큰 것이다. 그런 까닭에 경전(經傳)에 지진을 

번번이 기록하였으나 우뢰나 번개의 이변(異變)은 쓰지 않았다. 그러니 우뢰나 번개

는 보통 있는 일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춘추(春秋)》에도 이백(夷伯)의 사당에 지진

하였다는 것만 썼다. 그래서 우뢰와 번개는 심상한 일인 것을 알겠다.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없는 해가 없고, 경상도에 더욱 많다. (이하 생략)”

이처럼 임금이 지진을 다른 자연현상 가운데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빈번한 

지진활동을 염려하며, 특히 경상도에 더욱 많은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언급하던 때

가 있었다. 이와 같이 경주지역에서 역사상 여러 차례 피해를 일으킨 지진이 반복되

었다는 사실은 이번 9.12 지진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던 일련의 지

진활동 가운데 하나임을 설명한다. 

공포의 원인 가운데 무지가 한 몫을 한다. 놀이공원 공포의 집이 무서운 것은 아무것

도 보이는 게 없는데, 언제 어디서쯤인지 모르지만 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지진이 무서운 것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역사기록에 있는 지진과 같이 오

랜 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사건이라면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실체를 알아내어 두려움을 

떨치게 해야 할 일이다. 근본적인 지진학 연구가 중요한 이유이다. 후대가 교훈을 얻

으라는 역사의 가르침은 우리나라 지진학의 큰 자산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

이 남긴 유구한 기록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보살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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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2일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지하수관측망을 구성하는 총 401개소의 암반지하수 관

측공 중 46개소(11.5%)에서 9.12 지진의 영향으로 추론되는 지하수위의 변동이 관측되었다. 이 

중 6개소에서는 지진 발생 이전부터 지진 전조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하수위의 비정상적인 

변동이 관측되었으며, 지진과 동시에 급변하는 양상을 보이는 관측소가 4개소이며 나머지는 지

하수의 유동체계 자체가 변했음을 보였다1). 총 158개 관측소에서는 지진 이전과 이후에 지하수

위의 변동이 없었으며, 나머지 197개소에서는 지하수위의 변동이 있었지만, 당시에 관측소 지역

에 비가 와서 그 영향을 구분할 수 없었다. 또한 영천 지역에서는 지하수질의 변화가 인터넷 상으

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국내 지진에 의한 지하수위 변화는, 경주 지진 외에도 2007년 1월의 오대

산 지진(M4.9)과 2012년 5월 영덕 지진(M3.1)에 의한 영향으로도 보고된 바 있다2).

지하수는 지하 암반 내에 형성된 공극 내지 단열대를 따라 존재하며, 수두(hydraulic head: 물

의 에너지 레벨을 표시함)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유동하는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진은, 지하 심부에서 마그마의 움직임 내지 판구조론적 움직임에 의해 압력이 축적되다가, 일

정한 임계점을 초과하는 순간 폭발적으로 그 에너지가 방출되는 현상으로 불연속적이다. 따라

서 이러한 불연속적 사건인 지진으로 인해 지하수의 연속성이 파괴되면서, 지진의 영향이 지하

수의 수두 분포와 수질 변화에 나타나게 됨은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지진 발생으로 암반 내

에 새로운 단열대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에너지 분포가 변형되어 그 유동체계 역시 변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하수 유동계의 변화는 결국 질적으로 상이한 지하수체의 혼합을 초래하거

나, 새롭게 생성된 유동경로 상의 광물들과 물-암석 화학반응을 일으켜 지하수의 수질 자체가 

변형되기도 한다. 지진 발생 전에 지하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강 하였다거나, 지진 발생 후

에 논 바닥에서 급격하게 지하수가 뿜어져 나왔다는 과거 기사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보

여주는 좋은 예이다.

최근 항시 지진재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 등 지진연구 선진국

을 중심으로, 지하수위 변화, 지하수의 화학성분 및 동위원소 함량, 가스성분 변화 등의 인자들

1) 이 자료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자동관측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것임.

2) 이현아 외, 2011; 우남칠 외, 2015

9.12 지진과 지하수 변화 - 
지하수 모니터링을 통한 지진 감시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우남칠

지진에 의한 

지하수의 변화

지하수를 통한 

지진 모니터링과 

예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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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장기적으로 감시하여 지진 예보와 실시간 지진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들이 활발히 연구되

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대만의 치치 지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 중국 스촨성 

지진 등에 의한 지하수위 변동을 관측하였으며, 대규모 지진에 의한 지하수위 변동은 수천 킬로

미터가 떨어진 지역에서도 감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하수 모니터링을 통해 관측되는 수두(수위)의 변동이나 지하수질 요소의 변동은, 암반 내에 축

적되는 압력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압력 축적 과정에서 새롭게 발달된 단열 등의 지하수 유

동경로의 변화에 반응하는 요소들로서,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한 형태이다. 따라서 이들을 체계

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자료는 지진의 감시와 예보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

다. 최근에는 아이슬랜드 인근에서 장기적인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와 지진 발생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지진 전조로 나타나는 지하수질 변화요소를 통한 지진 예측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보고

와, 지진 발생 이전의 지질매체의 변화와 지하수계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통한 지진 예측 가능

성에 대한 고찰이 Nature Geoscience 에 보고된 바 있다3).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진 예측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그래서 지진 발생 후 

조기경보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 모니터링 자료에서는 지진 전

3) Skelton et al., 2014; Ingebristen and Mang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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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보이는 이상변동들이 분명히 나타난다. 다만, 이러한 현상들이 지진이 발생하는 특정 시기

와 지점을 확증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기에, 지진 예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는 관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 발생의 비선형적 특성으로 인해 예측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 관점보다는, 지하수계의 비정상적인 변동을 관측함으로서 지진이 발생하는 심부 암

반층에 비정상적인 압력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한다면, 이러한 결과를 다른 지진 관측시

스템의 결과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궁극적으로 지진 발생을 예측하는 기술로 나아가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응이 없는 
관측공의 예 

고창 대산(암반) 
관측공 

경산 남산(암반) 
관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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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12 지진에서 밝혀졌듯이, 우리나라의 동남부 양산단층 주변지역이나 여타 단층대

가 집중된 지역에 지진 감시를 위한 고유의 지하수 관측망을 구축하고 그 변동을 체계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진을 예지하고 그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이러한 지하수를 통한 지진의 감시와 모니터링에는 몇 가지 주요한 전제가 존재한다. 첫째는, 

지진감시를 위한 지하수 관측공은 구조적으로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9.12 지진에 의한 국가지하수관측공은 기본적으로 국가지하수자원의 관리

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관측공의 구조 자체가 심부 암반 내에서 발생하는 수두변화와 수

질변화를 지진 감시용도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민감도를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진 

감시와 예측을 고유의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 관측망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이러한 지진 감시와 예측을 위한 지하수 모니터링은 수위와 수질을 복합적으로 모니

터링 해야 하며, 관측방법 역시 주기성과 지속성 및 장기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진은 불연속적 사건이며, 이로 인해 지하수의 연속성이 파괴되며, 결과

적으로 발생한 비정상적 변화로부터 지진의 영향을 구분하게 된다. 즉, 지진의 영향으로 파

괴된 지하수계는 지진 이후에 전혀 새로운 물리적 유동계와 화학적 평형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지진의 영향을 받은 지하수계에 대해서는 새롭게 형성되는 배경값(baseline)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10년 1월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한 피해는 한 국가를 초토화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보였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11월 10일 현재까지 주변 지역에

서 발생한 총 516회의 미소지진들은, 물리적인 피해와 더불어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던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지진 재난에 대한 위기의식과 트라우마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였으며, 

이러한 생존의 안전성에 대한 정신적 피해는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하수 모니터링을 통한 심부 암반환경의 변화를 추적하고, 지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며 나

아가 지진 발생에 따른 영향을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기술의 개발은, 기존의 지구물리학적 지

진감시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지진 감시체계를 통한 지진 예측능력의 확대를 통해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지진 감시 -

예측을 위한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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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규모 지진이 잦은 일본이나 미국 서부와 같은 판의 경계 지역과는 달리 비교적 

안정된 판 내부에 위치해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16년 올해 

한반도 동남부 일원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지진들이 발생함으로써 지진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증대되고 있다. 2016년 4월 14일 규모 7.3의 일본 큐슈 구마모토지진에 의한 지진동이 한반도 

동남부에 충격을 줬으며, 이어 7월 5일에는 울산시 동편 52 km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그리고  9월 12일에는 경주시 남쪽 8~9 km 지점 지하 약 14 km에서 양산단층대 일원의 

단층을 따라 규모 5.1의 전진과 5.8의 본진이 발생하여 국가 주요 시설물이 밀집된 경주, 울산, 

부산, 대구를 포함한 영남 지역에 굉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리는 강한 지진동이 감지되었다. 

역사적으로도 한반도 동남부는 큰 지진이 발생한 지역으로 779년 경주에서 발생한 MM 진도 

Ⅸ의 지진에 의해 많은 가옥이 파괴되고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다. 이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를 가져온 지진으로 평가된다. 또한 1643년 7월 24일 울산에서 

발생한 MM 진도 Ⅸ~Ⅹ의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물이 용솟음쳤으며, 대구, 안동, 김해 등지의 

봉화대 성가퀴가 무너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지진은 한반도 전역에서 감지되었으며, 리히터 

규모로 환산하면 7.0 이상의 강진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반도 동남부에 분포하는 

단층들의 활성도는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단층의 활성도는 단층의 운동시기와 재활 가능성으로 평가된다. 고활성도의 단층을 칭하는 활성

단층(active fault)은 주로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최근 지질시대에 활동하였고 재활할 가

능성이 있는 단층을 말한다. 최근 지질시대란 나라에 따라 다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4기

(과거 약 260만년)로 정의되고 있다(국민안전처, 2015). 한편 이와 함께 사용되는 활동성단층

(capable fault)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정의된 용어로 과거 35,000년 내에 적어도 1회 

혹은 500,000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지표 및 지표 가까이에 변위가 존재하는 단층 또는 지진활

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층을 말한다. 따라서 활성단층에 비해 활동성단층은 

보다 최근에 운동한 단층으로 원자력 산업계에서 규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신생대 동안 유라시아판과 주변 지판 간의 광역적인 지구조 재조합에 의해 판들의 경계 조건이 

여러 번 변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아시아 일원은 다양한 지각변형이 순차로 발생하였다(손문 

외, 2007). 동아시아의 신생대 지각변형을 야기한 주요 지구조 사건을 정리하면, 1) 55~50 Ma 

경부터 시작된 인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충돌, 2) 43 Ma 경 태평양판 이동방향이 북북서에서 서

한반도 동남부 주요 단층의 활성도 분석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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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로 변화된 사건, 3) 약 25 Ma부터 일본열도가 대륙으로부터 분리되며 동해가 확장된 사건, 

4) 15 Ma 경 일본열도 남서부가 북상하는 필리핀해판의 이즈-보닌 아크와 충돌하여 시계방향

으로 회전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후 5 Ma 경에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서부의 광범위

한 지역에 광역적인 지구조 재조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Hall, 2002), 이 시기

의 사건들에 대해 ‘신기지구조운동(Neotectonic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김민철 외, 2016). 한

반도 남동부는 이러한 신생대 동안의 활발한 지각변형에 의해 다양한 방향성을 가진 대소규모의 

지각약대 즉, 양산단층계, 울산단층, 연일구조선 그리고 동해의 확장과 관련한 마이오세 분지들

의 경계단층 등이 만들어졌다(그림1).

그림1

(a) Distribution map of 
major inherited fault 
zones and observed loca-
tions of the Quaternary 
faults in SE Korea with 
the closer views in the 
Domain 3 (b) and 4 (c). 
(d) Contoured π- (lower 
hemisphere, equal-area 
projection) and rose dia-
grams show the attitudes 
of the Quaternary fault 
pl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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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래로 한반도 동남부의 원자력 시설물 증설과 관련하여 국내 학자들에 의해 주요 단

층대의 활성도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총 62개 지점에서 제4기 단층

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들 발견지점을 연결하면 대부분 기존 단층대를 따라 수 km 이상 선상으로 

연장된다(그림1a). 대표적 제4기 단층으로 포항시 청하면의 유계단층은 주향이 남북 방향으로 

백악기 암석이 제4기 퇴적물 위로 충상된 역단층이며, 선사시대까지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00-2,000 BP by 14C). 울진군 근남면의 구산단층은 선캠브리아 우백질 화강암과 이를 관

입한 중성암맥으로 구성된 기반암 내부에 주향이동단층으로 나타나는데, 단층면에서 좌수향의 

주향이동 운동감각이 관찰되며 절단된 제4기 하성층과 단층점토의 연대측정에 의하면 50만년 내

에 최소 2회 이상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퇴적층: 50.0~41.0 ka by OSL; 단층

점토: 369.0 ka by ESR; 88.4~80.0 ka by 10Be). 경주시 암곡동 왕산단층은 백악기 화산력 응

회암과 제4기 역질 퇴적층 사이의 부정합면을 절단한 단층으로 역이동성 운동감각을 보인다(그

림2).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단층의 수직변위와 총변위량은 각각 16 m와 28 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변위를 보이는 제4기 단층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4기층의 OSL 연대는 6만년 전후이다. 

경주시 외동읍의 말방단층은 제4기 역질 퇴적층을 기반암인 고신생기 화강암이 충상하고 있다. 

단층암의 ESR 연대측정결과 주 단층에서 287±92와 850±112 ka, 소단층에서 262±54 ka의 

연대가 도출되었다. 또한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감산사단층은 고신생기 화강암이 제4기 역질 퇴

적층을 충상하는 단층으로, 단층암의 ESR 연대는 240±20~370±20 ka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한반도 동남부의 제4기 단층들은 학술적으로 모두 활성단층이며 일부는 활동성단층에 속한다. 

그림2

Outcrop photograph of 
the Wangsan Fault, Gyeo-
ngju, showing a top-to-
the-west thrust geometry 
with about 16 m vertical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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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층대의 위치를 기준으로 제4기 단층의 발견지점을 구역화하면, 양산단층대 북쪽 연장

과 포항분지 서쪽 경계단층 일원(구조구 1), 오천단층계와 장기반도 일원(구조구 2), 연일구조

선과 울산단층 일원(구조구 3) 그리고 양산단층대 남쪽 연장 일원(구조구 4)으로 구분할 수 있

다(그림1a). 각 구역에서 수집된 단층면의 자세는 각각 평균 N06°W/62°NE,  N03°E/36°SE, 

N06°W/33°NE, N22°E/67°SE로 인접한 기존 단층대의 방향과 대체로 유사하다(그림1d). 단층

면에서 관찰된 단층조선의 기하와 운동감각은 이들이 대부분 상반 서향의 역단층 또는 역이동성 

운동감각을 포함하는 주향이동 단층임을 지시한다(그림3). 이 단층들은 지표에서 30° 내외의 저

각이나 지하로 갈수록 경사가 커지고 비지대의 두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제4기 응력 하에

서 적절히 배향된 기존 단층들이 재활된 특징이다. 이들 단층으로부터 기재된 총 64개의 단층이

동자료를 이용해 고응력장을 복원하면, 최소주응력축(σ3)이 지면에 거의 수직하며, 남-북 방향

의 중간주응력축(σ2)과 동-서 방향의 최대주응력축(σ1)이 나타나며 응력비 R'=2.38로 단층들

이 동-서 방향의 순수압축성 응력환경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3). 이 압축 방향은 지

진해 연구로부터 얻어진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압축응력(P-axis)과 거의 평행하다. 따라서 한

반도 동남부는 제4기 동안 지속적으로 동-서 내지 동북동-서남서 방향으로 지각이 수축되는 응

력장 환경 하에 놓여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는 미소 판 개념에서 아무르판 내에 속하며, 인도판, 태평양판, 필리핀해판 등의 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다(손문 외, 2007). 전 지구적 지판의 구분과 거동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지질과 지구물리학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Zonenshain and Savostin (1981)은 유라시아판에 대해 독립적으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소

그림3

Paleo-stress field re-
construction using the 
fault-slip data observed 
from the Quaternary 
faults in SE Korea (lower 
hemisphere, equal-area 
projections). Convergent 
arrow heads indicate the 
horizontal compression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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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판 즉, 아무르판이 존재할 가능성을 처음 제안하였다. 현재 아무르판은 유라시아판에 대해 

약 1~1.5 cm/y의 속도로 남동쪽을 향해 이동하고 있으며, 북서와 북동쪽 경계는 바이칼 호수

와 스타노보이 산맥으로, 동쪽과 남쪽 경계는 사할린 섬 일원에서 이토이가와-시즈오카 구조선

을 지나 일본의 난카이곡분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55~50 Ma 경에 시작된 인도

와 유라시아의 충돌로 발생한 응력은 인접한 히말라야 조산대과 티벳 고원은 물론 인도차이나반

도와 북동아시아까지도 전파되며 지각의 수축, 주향이동단층운동, 지각신장과 지괴 돌출 등을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 전반의 지각변형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측지학적 연구에 따르

면, 인도판은 티벳 고원에 대해 평균 N21°E 방향으로 약 5 cm/y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으며, 동

편으로 응력을 전달시켜 동아시아 대륙(아무르판)을 매년 약 1~2 cm 동쪽으로 이동시키는 원

인이 되고 있다(그림4).

태평양판은 쿠릴, 일본, 마리아나해구를 따라 일본열도와 이즈-보닌 아크 아래로 수렴 중이다. 

쿠릴과 일본 해구에서의 평균 수렴률은 비교적 높은 7~10 cm/y이며, 마리아나해구에서는 약 6 

cm/y로 보고된다(Schellart and Rawlinson, 2010). 이 판의 섭입 슬랩은 유라시아 대륙 아래 

약 660 km 깊이까지 도달하는 동안 비교적 일정한 30° 이내의 저각도를 유지한다. 특히, 일본

해구의 서편 약 60 km 깊이까지 활발한 지진이 관측되는데, 이는 태평양판이 차갑고 오래된 해

양판인 것과 관계되며, 빠른 수렴 속도와 저각 섭입의 효과와 중첩되어 판경계 지역 약 200 km 

폭에 걸쳐 넓은 활동성 지진대를 형성하고 있다. 

태평양판 섭입대는 역이동성 응력환경이 지배적이며, 압축 축은 판의 전반적인 이동 방향과 평

그림4

Regional stress trajectory 
map showing the distri-
bution of regional stress 
field in the central and 
eastern parts of Eurasian 
continent. Dashed lines 
indicate trace of the maxi-
mum horizontal stress 
axes based on the World 
Stress Map release 2008 
(Heidbach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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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서북서-동남동으로 배열된다(Heidbach et al., 2010). 이는 태평양판이 유라시아 대륙 아

래로 빠르게 저각 섭입하며 지속적으로 광역적인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압축 응력을 발생시키

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필리핀해판은 젊고 따뜻한 슬랩으로 4~6 cm/y의 속도로 서북서로 

이동 중이며, 난카이곡분과 류큐해구를 따라 아무르판 하부로 섭입 중이다. 난카이곡분을 따라 

섭입하는 필리핀해판의 기하는 복잡하여 위치와 깊이에 따라 수렴율과 각도가 변화하며, 슬랩 

내부에서도 지진학적 특성이 복잡하다(Zhao, 2015). 현재 난카이곡분을 따라 관찰되는 최대수

평응력은 서북서-동남동이 우세하나, 남서쪽으로 갈수록 섭입각도가 깊어져 역단층성 환경에서 

주향이동 내지 정단층성 응력환경으로 바뀌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필리핀 해판의 섭입에 의

한 압축력이 한반도까지 전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상의 동아시아 일원의 판구조환경은 제4기 단층에서 얻어진 한반도 동남부의 동-서 방향의 

압축응력이 동편의 태평양판 저각 섭입과 서편의 인도-유라시아 대륙의 충돌로부터 전파된 두 

응력장이 중첩된 결과임을 암시한다. World Stress Map (Heidbach et al., 2010)은 전 세계의 

현생 응력자료를 모은 광역응력지도로서, 각 지점의 최대수평응력 방향, 응력환경, 측정방법이 

종합적으로 도시된 지도이다. 이를 이용하여 아시아의 광역적인 응력궤적도를 작도하면(그림4), 

인도와 유라시아의 충돌로 발생한 남-북 내지 북북동-남남서의 최대수평응력은 동쪽으로 전파

되며 시계방향으로 회전되며, 태평양판의 저각 섭입으로 발생한 서북서-동남동 최대수평응력

은 서쪽으로 전파되며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되는 양상이다. 한반도 일원에 도달한 이 두 응력

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광역적인 동북동-서남서 내지 동-서의 압축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에 동-서 내지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응력이 누적되어 한반도 동남부의 주요 단층

대가 제4기 동안 재활되고 현재에도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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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은 기상청에서 지진관측을 시작한 1978

년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모든 국민을 불안감에 떨게 했으며, 국가 

지진업무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지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처 간 공조 및 지진정보 전달체계의 미흡이 지적되었다. 즉, 지진관측 후 신속한 

분석을 통해 27초(전진), 26초(본진)만에 지진조기경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공조 미

흡과 조기경보 정보전달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진업무 관련부처 간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으며, 지진조기경보의 유용성 및 활용방법

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지진업무 수행에 관련된 연구개

발사업 과제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번 지진의 중요한 시사점 이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관측·분석·통보 등 지진업무 전반에 걸쳐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

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진업무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크게 5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지진조기경보 체계 강화이다. 이에는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 업무이관(CBS, Cell Broadcasting System)를 우리 청이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9.12 지진 이후 긴급재난문자 이관을 위한 자체 TFT 구성, 수 차례의 유관기관회의, 연

계모듈 개발, 시스템 적용 및 시험을 거쳐 기상청 조기경보시스템과 국민안전처 긴급재난문자시

스템을 연계하였다. 지난 11월 21일부터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시스템에 접속

하여 문자를 직접 발송하게 되었으며, 2017년 하반기 부터는 기상청 자체의 지진전용 긴급재난

문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알고리즘 개선 등을 통해 지진조기경보 시간을 현행 지

진관측 후 50초로부터 7∼25초 내외까지 단축하고자 한다. 한편, 내륙에서 발생한 규모 5.0 이

상의 지진은 15초 내외로 지진조기경보 시간을 단축할 것이다. 규모 5.0 이하 지진에 대한 신속

한 지진정보 전파 방안을 마련하여 현행 지진속보 대신 지진조기정보를 신설하여 운영할 것이다. 

9.12 지진업무 강화대책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과장직무대행 김병춘

대상 규모 서비스 종류 대상 통보시간

규모 5.0 이상 지진조기경보 지진통보

대국민, 관계부처, 
언론, 유관기관 등

 50초 이내

규모 3.5∼5.0 미만 지진속보 지진통보 120초 이내

규모 2.0∼3.5 미만 지진통보 300초 이내

지진의 규모에 따른 
서비스 종류 통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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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지진관측소의 확충, 분석 알고리즘의 고도화, 관측소 각 센서의 표준화, 지진조기경

보 전달체계의 신속성 확보 등은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2017년부터는 지진정보 통보 시 ‘진원 깊이’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지진조기

경보에서는 제공되지 않으며 5분 이내 발령되는 지진통보 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아울러 현

재 보도자료, 지진연보 등을 통해 사후에 제공되고 있는 진도정보를 지진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바로 생산 및 제공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지진발생 시간, 위치, 규모 및 진도값을 유관기관에 

우선 시범적으로 제공하며 2018년부터는 이를 대국민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다만 가속도관측

소의 자료를 정량적인 진도계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험식이 없기 때문에 현재 관련연구를 수

행하고 있는 중이다.

국가 지진관측망의 조기 확충문제도 언급되고 있다. 현재 지진관측소 206개소(기상청 156

개소, 유관기관 5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314개소로 확충하려고 계획된 것

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8년까지 314개소 지진관측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에 따

라 2017, 2018년에 각각 54개소의 관측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진관측자료 수

집시간을 단축하여 지진조기경보 발령시간이 3초 단축되고, 진앙지 위치분석의 정확도는 4

배 이상 향상될 것이다. 

좌. 지역별 계기진도 예시

우. 계기진도 분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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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조기경보 전달체계도 다양화 할 계획이다. 지진발생 시 유관기관, 언론사 및 전달매체에 문

자, E-mail, 인터넷 및 PC-Client 등을 통하여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분야는 지진 연구개발(R&D) 체계의 강화이다. 여기에는 한반도의 지진발생 

환경해석을 위한 연구 강화 차원에서 내륙 지각구조 3차원 모델 강화 및 해역에 대한 탄성파 탐

사·해석 통합 DB 구축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한반도의 지진규모별 예상 진동 평가 사

업을 통해 지진규모별 한반도의 예상진도 분포 시나리오 개발 및 예상 진도 시나리오의 수요자 

맞춤정보 생산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7년도 기상 See-At 사업의 일환으로 “지진조기

경보 성능향상을 위한 신기술개발”, “계기진도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정량화 연구”, “일본 등 국

외지진의 한반도 진동 영향 평가”, “인공지진의 전파 경로 및 폭발규모 추정 연구” 등의 연구가 

신규 연구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반도 전역의 단층 위치에 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 산업자

원부, 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 등과 공유하여 향후 활성 가능 단층에 대한 중복 연구투자를 사

전 방지할 계획이며, 기타 국가지진연구개발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공유함으로서 부처 간 연구결

과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자 한다.

세 번째 분야는 지진교육 및 홍보의 강화이다. 이와 관련, 지진조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수도권, 부산, 경주 지역 약 1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진정보 수신 

및 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협의하여 초·중·고 교과서에 지진발생원

리,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지진조기경보의 이해 등의 콘텐츠를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기상청에

서 연내 설립될 인재개발원에 지진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여 직무체계와 연계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지진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지자체 및 공공

지진조기경보체제 
모식도 

FAX E-Mail 

* 방송자막송출 

SNS WEB 스마트폰(131)

경보전파 
지진
조기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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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방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진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기존 대면교육의 한계를 넘어 연중 지

진교육 실시를 위한 E-learning 지진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다. 지진, 지진해일, 지진조기경보, 

경보전파 및 대응요령 등 다양한 방면의 영상콘텐츠 및 정보전달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진관련 

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본 분야의 주요 과제이다.

네 번째 분야는 조직 및 인력의 확대이다. 현재 1관리관실 2과로 구성된 기상청 지진부서를 1센

터 3과 1팀으로 개편하고 25명의 정원을 45명으로 증원한다. 이와 관련, 현재의 지진화산관리

관이 차장 직속 지진화산센터로 독립된다. 

아울러 지방청 및 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관측예보과에 각각 1명씩 지진정보관이 배치된다. 

마지막으로 현장대응 및 조치강화를 들 수 있다. 이번 지진에 임하여 구 매뉴얼의 체계 미흡이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가지진화산센터 운영매뉴얼 등 상세분석 후 시간대별 분석 및 조

치사항 세분화, 지역대응반 비상근무 편성 및 수행 임무 명확화, 비상근무 인원 및 체계의 탄력

적 운영 등을 반영하여 향후 전면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9.12 지진관련 현장대응팀을 

2017년도 3월까지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 팀의 운영목적은 지진 진도 파악, 여진활동 추

이 분석, 강진동 발생지역 현장조사, 지진의 영향범위 및 정도 조사, 부지 증폭효과 조사, 계기진

도 및 지질구조와 피해현황 비교·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이상의 업무강화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기상청에서 국민들에게 신속한 지진 정보를 전

달한다는 본래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

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맞춤형 지진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직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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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진 대비 기술 현황

생활 속 지진

9.12 지진으로 인해, 지진재해가 우리에게 언제라도 닥쳐올 수 있는 자연현상가운데 하나임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재해에 대하여 신속·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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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을 국민에게 알려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경보 서비스”는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재난관리의 주요 업무이다. 2016년 9월 12일 경주부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1978년 대한민국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다. 이 지진으로 인해, 

그 동안 재난관리에 활용하던 정보통신기술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국민안전처 및 기

상청 웹사이트의 마비, 통화 폭주로 인한 통신 장애 (음성통화 지연, 카카오톡 마비 등), 방송

국의 재난방송 및 CBS재난문자방송 지연 등이 이러한 사례이다. 

본 고에서는 CBS 재난문자방송과 관련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다. 이를 위해 우선 재난경보 서비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다음으로 휴대폰 CBS 기술

과 우리나라, 미국, 일본에서의 CBS 재난문자방송 사례에 대해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9.12 

지진 시 제기된 CBS 재난문자방송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재난경보 서비스를 위해 구현한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기

능은 “자료수집”이다. 많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호우, 태풍, 지진, 전염병 등)에 

대한 자료를 관측 수집하여 그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예측한다. 두번째 기능은 “재난경보발

령”이다. 자료수집 기능에서 분석한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피해(리스크)를 분석

하고 향후 추세를 예측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경보를 발령한다. 경보발령 기준설정, 

경보발령 결정, 경보전달지역 설정, 경보내용 작성 등의 세부 사항이 있다. 마지막 기능은 발

령한 경보를 대상지역 국민에게 전달하는 “재난경보전달”이다. 발령한 재난경보를 전송매체

(지상파방송, 유선/무선통신, 케이블방송, IPTV, 위성방송, 수신기제조사 등)를 통하여 최

종 수신자에게 전달한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주로 자료수집을, 국민안전처는 재난경보발령

을 주로 담당한다. 재난경보전달 기능은 주로 민간 방송통신 사업자가 담당하고, 방송통신위

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사업자를 규제한다. 따라서 이들 정부 기관과 통신 사업자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휴대폰 CBS기술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우선 누가 내 휴대폰에 통화를 요청할 경우를 생각

해 보자. 상대방은 휴대폰으로 내 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통화 버튼을 누를 것이다. 그러면 

통신회사는 내 휴대폰으로 통화 요청 신호를 보내고, 내 휴대폰은 벨소리를 울린다. 여기서 

2016년 9.12 지진을 통해 본 
CBS 재난문자방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최성종, 장석진 / 연구원 전인찬

서론

재난경보 서비스

휴대폰 

CBS기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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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사는 내 휴대폰의 위치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전원이 켜진 휴대폰은 근처의 무선 기지국과 항상 여러 종류의 신호를 교환한다. 즉, 내가 통

화할 때만 기지국과 휴대폰이 신호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모르게 다양한 제어 신호

를 교환한다. 이러한 신호 중에 하나는, 특정 기지국이 담당하는 지역 내에 있는 모든 휴대폰

을 찾아내어 이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신호다. 이러한 방법으로 통신 사업자는 전국에 설

치한 기지국이 담당하는 전화번호를 항상 관리하여, 휴대폰 가입자의 통화를 가능하게 한다. 

CBS재난문자방송은 이러한 제어 신호에 단문(90자 이내)의 재난문자를 추가하여 기지국이 

담당하는 모든 휴대폰에 이를 전송하는 방법이다. 이때, 기지국은 단 한 번의 물리적 신호를 

송신하고, 기지국이 담당하는 모든 휴대폰이 이 신호를 동시에 수신한다.

이러한 CBS를 위한 기술은 2G(CDMA), 3G(WCDMA), 4G(LTE)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

에 각 세대별 휴대폰은 이에 상응하는 CBS 수신기술을 구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G의 경

우 이동 휴대폰에 음성 통화가 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신호에 재난문자를 넣고, 3G의 경

우 재난문자를 보내기 전에, CBS 메시지 수신을 준비하라는 제어 신호를 모든 휴대폰에 먼

저 보낸 이후, 독립적인 신호로 재난문자를 전송한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최초로 CBS 재난문자방송을 시도하였다. 국내의 2G CBS 재난문자방송

은 소방방재청이 주도하여 2004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06년 6월에 본격적인 서비

스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3G 도입 시 CBS 재난문자방송을 서비스 요구사항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3G 휴대폰이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없었다.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하여 3G 재난문

자방송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역호환성 문제(기지국 조정 비용, 기존 휴대폰 업그레이드 비

용, 배터리 소모 증가 등)로 3G 재난문자방송을 잠정적으로 포기하였다. 3G 도입 시의 문제

점을 인식하여, LTE 재난문자방송은 도입 초기부터 재난문자방송을 요구사항으로 반영하였

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출시한 LTE 휴대폰은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으며, 기존 출

시한 LTE 휴대폰과의 역호환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는 정부가 주요 통신 사업자에게 재난경보전

달을 요청할 수 있는 벌칙없는 선언적인 권한을 규정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국민안전처

는 2008년부터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관련업무(시스템 운영관리, 

사용기관 지정, 송출권한 등)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7년 CBS 재난문자방송을 기상청의 긴급지진속보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지자체가 발령하는 재난경보, 지진해일경보 등이 추가되어 긴급속보메일 (NTT의 경

우 Area Mail이라 함)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주로 피처폰을 대상으로 서비스

국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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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스마트폰에서는 수신이 불가능하였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안드로이드

와 아이폰에서도 수신이 가능해 졌다. LTE에서도 2008년에 지진 및 지진해일 경보 시스템

(ETWS: Earthquake and Tsunami Warning System)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가장 늦게 CBS재난문자방송을 시작하였지만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구축하였다. 

2006년 재난문자방송을 준비하기 위한 경보대응네트워크법을 제정하였다. 이 후 2년동안 

이 법에 근거하여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재난문자방송의 요구사항 분석 및 시

스템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 결과, 2008년부터 민간이동통신경보체계(CMAS: Commercial 

Mobile Alert System) 방식의 CBS재난문자방송 서비스를 3G, 4G환경에서 제공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서비스의 이름을 무선재난경보(Wireless Emergency Alerts)로 변경하여 현

재에 이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민간 통신 사업자가 CBS 재난문자방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한다. 하

지만, 참여하기로 결정한 통신 사업자들은 재난 미국 방송통신위원회 (FCC)가 제정한 미국 

연방정부규칙 (CFR Title 47 Part 10)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이 규칙에 따르면, 미국의 경

보발령 담당자는 대응의 긴급성, 피해규모의 심각성, 발생확률을 5단계로 구분하여 재난경

보를 발령하고, 세 가지 모두 상위 2단계 이상일 경우만 재난문자방송으로 전파한다. 여기서 

상위 2단계란, 즉시 또는 1시간 이내 대응이 필요한 긴급성,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심각성, 

50% 이상의 발생확률인 경우이다. 

그림1
Distribution of emergency 
information "Area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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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12 지진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진분석 및 지진관련 국가

재난관리의 전문성 부족이다. 특히 CBS 재난문자방송에 대해서는 문자내용의 오류, 적절한 

대응요령 안내의 미흡, 재난문자 전달의 지연, 재난문자방송 수신기능이 없는 휴대폰에 대

한 안내 부족, 적절하지 않은 재난문자 전달지역 설정 등으로 인해 재난문자방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관련 정부기관의 재난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 확

대와 전문인력 육성을 가장 중요한 핵심 방안으로 제시한다. 아래는 각 기관별 개선 방안이다.

국민안전처는 현재의 재난문자방송 시스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 즉, 통신 사업자에

게 재난문자 전달은 국민안전처가 전담하고, 법령에 의해 재난경보 발령권한을 부여 받은 기

관은 반드시 국민안전처를 통하여 재난문자를 전달하여야 한다. 단, 지진과 같이 신속한 전

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를 통하되, 국민안전처의 중간 처리과정 없이 곧장 통신 사

업자로 전송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에서 재난문자를 수집 저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부처이기 때문이다. 즉, 국내에서 발령한 모든 재난문자 상황을 모

니터링 해야 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재난경보를 발령하거나, 정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지

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국민안전처는 재난문자방송 시스템 전체의 설계, 발전, 

운영, 유지관리, 발령담당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 사업자를 담당하는 부처이다. 이들 기관은, 국민안

전처와 협력하여, 재난문자방송 시스템의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향후 기술 발전에 대한 자

문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재난문자방송에 참여한 통신 사업자에게는 최소한의 준수사항 (가입자에 대한 재난문

자방송 안내, 통신 사업자 준수 사항, 정부 재난문자방송 서버와의 인터페이스 준수, 정기적

인 재난문자방송 테스트 및 훈련, 수신기 요구사항 등)을 시급히 제정하여 더욱 효과적인 재

난문자방송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방송 통신 사업자를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재난문

자방송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

기상청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분석에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여야 한다. 지진 발

생 시, 국민들이 원하는 재난문자 내용 작성을 위한 인문/사회과학 전문가의 연구와 해외 사

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진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지진과 관련한 피해

(리스크) 분석과 재난경보 발령에 대한 전문인력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 지진경보 발

령 전문가는 신속한 전달, 적절한 내용의 지진경보 작성, 전달지역의 효과적 설정, 경보 발령

여부 결정 등 효과적인 재난문자방송을 위한 핵심이 될 것이다.

21세기의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난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기

적인 투자 확대와 전문인력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많은 언급은 없었지만, 정부 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9.12 지진 시 CBS 

재난문자방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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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규모 5.1의 전진이후 발생한 규모 5.8 지진은 1978년 관

측을 시작한 이후로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 

기상청은 2015년부터 지진관측 후 50초 이내 빠르게 지진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하는 지

진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진과 본진 발생당시 각각 최초관측으로부터 27

초, 26초가 경과한 시점에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였고 경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

지 지역에서는 지진동이 도달하기 직전 또는 수초 전에 지진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같은 해 7월 5일 울산해역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하였고 2015년 12월 22일 익산지

역에서 규모 3.9 지진이 발생하였으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피해상황 또는 지진동에 따

른 영향이 미비하였다. 

관측자료를 이용한 
진도정보 제공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연구원 정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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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9.12 지진(2016년 9월 12일 경주지역 발생지진)의 경우 뉴스를 통해 전파된 지

진발생 당시의 현장상황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통한옥의 기와 파

손, 불국사 다보탑 난간 탈락, 첨성대 기울음 등 총 9천여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

였으며, 피해액은 약 1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졌으며 대

국민의 지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지진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기상청은 지진발생 시각, 위치(위·경도, 지역), 규모에 대한 지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인 정보를 통해 지진발생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정보를 제공받는 일반인 입

장에서 보면 정보를 받더라도 지진동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에는 규모와 진도가 있다. 규모는 지진 자체가 갖는 에너지

의 크기를 말하는데 이는 절대적인 값이므로 어느 곳에서 계산하더라도 동일한 값을 나타

낸다. 진도는 지진동의 세기를 사람의 느낌이나 물체 또는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로 표현

하는 단위이다. 수정 메르칼리 진도계급은 가장 잘 알려진 진도계급으로 지진피해 규모에 

근거를 두어 12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도는 지역에 따라 다른 값을 나타내게 되는

데 진앙거리, 지질구조, 구조물 형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각각의 개념들을 볼 때 

진도정보를 제공받는 수요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번 9.12 지진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진동이 감지되었고 교실 복도 균열, 아파트 베란다 

균열, 주택 유리창 파손 등의 피해신고들이 접수되었다. 수정 메르칼리 진도표에 따르면 

그 최대진도는 7~8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지진 발생 당시 해당지역에 진도정보를 제

공했다면 지진동에 의해 발생할 일들에 대해 미리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진도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진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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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서는 2018년부터 진도정보 대국민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진도정보 산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진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지진 관측소에서 실시간으로 기록

되는 지반운동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지진동 관측자료의 최댓값을 진도로 환산하게 되는

데 이를 ‘계기진도’라고 한다. 기존의 진도 환산 방법은 최댓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진도로 

환산하였는데 이 때 최댓값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지진발생 지역과 무관한 지역에서 이상

값들이 나타나면서 부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1).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부지효과에 의한 것으로 지진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지진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지진원과 지진파전달특성 그리고 부지효과

까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진원은 단층의 크기와 방향 등을 의미하며 지진파

전달특성은 지진파가 매질을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효과를 의미한다. 진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진앙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진도는 감소하는 특성을 갖는데 지진파가 매질을 통

과하면서 에너지가 감쇄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지효과는 지진동이 관측되는 지점

의 지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로 동일한 지진원과 지진파전달특성을 갖는 가까운 지

역이라고 하더라도 부지효과에 의해 지진동의 크기가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지

진계가 설치된 부지특성으로 인하여 지진동이 증폭 혹은 감쇄되어 실제 지진동과 차이가 

발생하며 이상값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상값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부지효과를 제거하고 관측

된 자료를 실제 지진동과 유사하도록 보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후 누적절대속도*

를 이용하여 지진동 최댓값을 산출하고 이를 진도로 환산하였다. 누적절대속도의 가장 

그림1
 부지보정 전 최대지반가속도
※  분포도 (’16.05.12 전남강진

군 규모2.5)

그림2
 9.12 지진 규모 
5.1 진도분포도(왼쪽 관측값, 
오른쪽 보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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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장점은 지진동값의 최댓값을 이용할 경우 발생 가능한 특정 관측소의 최대이상치 효

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점으로 위에 설명한 두 가지 방법 모두 부지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법이다.

그림2와 3은 9.12 전진과 본진의 진도분포도를 작성한 것으로 왼쪽은 관측된 값을 그대로 진

도로 환산한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보정된 값을 진도로 환산한 것이다. 관측값과 보정값의 

결과는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보정값이 신뢰도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관측값을 그대로 사용할 때 나타나는 이상값들이 최소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과거 주요지진에 대하여 계기진도를 산출하고 결과의 타당성 검토과

정을 통해 지진 발생 시, 실시간으로 계기진도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지진조기경보를 통해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더불어 지역별로 실제 지진동이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한 ‘예측진도’도 포함할 예정이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전파되는 지진파 중 큰 진동을 전달하는 것은 먼저 도달하는 P파가 

아닌 S파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기진도 정보가 산출이 되는 시점은 이미 지진의 가장 큰 

진동이 지나간 후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수요자에게는 내가 위치한 지점에 얼마만큼의 

진동이 도달할 것이라는 정보가 필요하므로 예측진도의 발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예측진도를 통해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각 지점에서 지진동 크기를 예상함으로써 

미리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진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 진도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서 설명한 이상값 최소화 기술들을 토대로 

예측값과 관측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기술개발을 진행중이다. 

빠르게 지진 정보를 전달하는 지진조기경보 서비스와 더불어 지역별 지진 영향 정보인 

진도정보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기상청의 수요자 맞춤형 지진정보 제공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3
9.12 지진 규모 
5.8 진도분포도(왼쪽 관측값, 
오른쪽 보정값)

* 누적절대속도

    CAV, Cumulative           
Absolute Velocity

•  가속도에 절대값을 취한 후 

지진파의 지속시간동안 누

적한 값

• 진도와 높은 상관성을 나타

내는 지진동 파라미터

• 지진발생시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초과기준으로 사용

• 가속도값의 최고값만을 이

용할 경우 발생가능한 특정

관측소의 최대이상치 효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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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지진 발생 이후 바쁜 나날을 보내며 몸도 마음도 

지쳐갈 무렵, 오랫동안 준비해온 미국 출장길에 올랐

다. 김남욱 지진화산관리관을 필두로 4명의 방문단은 

미국지질조사소(USGS)와 관련된 대학들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방문 목적은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업

무 파악을 통한 기술 운영 수준 점검 및 기술도입 가

능성 검토였다. USGS는 미국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미국 영토내의 천

연자원, 자연재해 등을 주로 관장하며, 지형도와 지

질도를 제작하고 있다. 주 연구분야는 생물학, 지질

학, 지리학, 수문학 등이며 미국내외에 400여개의 지

부가 있다. 첫 번째 방문기관인 USGS Pasadena 사

무소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 캘리포니아 

지질조사국과 함께 남 캘리포니아 지진관측망, GPS 관측망을 운영하고 지각변위를 감시하며 남

부 캘리포니아의 지진재해 저감 및 지진대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0여명의 연구자들

이 고지진학(paleoseismology), 측지학(geodesy) 확률론적 지진(earthquake probabilities), 

지하 지각구조와 단층 지도를 작성하는 지구물리 연구, 단층변형 원인 규명 연구, 지진조기경보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 서부지역에 시험적으로 운영중인 지진조기경보시스

템은 Pasadena 사무소에서 2006년부터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미국 내에서 지진재해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해안 지역(California, 

Washington, Oregon 주)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주 개

발 목적이다. ShakeAlert이라 명칭된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2012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 지역

의 소수의 선발된 사용자들에게 테스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지진통보를 위하여 4개의 관측소

가 필요하며, 탐지 속도는 관측망의 조밀도에 좌우된다고 한다. 조기경보를 위한 관측망 조밀도

는 도심지역은 10km 간격, 도시 외곽지역은 20km 간격, 그 외 지역은 40km 간격의 관측소간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지진조기경보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 La Habra 지진(규모 5.1) 

미국 지진관측·연구기관 방문을 마치고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기상연구관 전영수

지진조기경보시

Washington,

발 목적이다. S

의 소수의 선발

가 필요하며, 탐

는 도심지역은 

거리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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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 조기경보가 발령되어 캘리포니아 패서데나에 있는 시험 사용자들은 지진동 도착 6초 전

에 경보를 받았으며, 2014년 South Napa 지진(규모 6.0) 발생 시 조기경보가 발령되어 캘리포

니아 버클리에 있는 시험 사용자들은 지진동 도착 5초 전에 경보를 받았다. 현재 운영중인 1세대 

알고리즘은 On-Site, Elarms, Virtual Seismologist이며, 2세대 알고리즘인 FinDer를 시스템

에 탑재하여 테스트중이다. 캘리포니아 지역은 산 안드레아스 단층대가 존재하기에, 알고리즘내

의 지진원을 점원(Point source)에서 단층면(Finite fault)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단

층면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진도 및 규모계산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두 번째 방문지는 콜로라도 골든에 위치한 미국국가지진정보센터(NEIC)이다. NEIC는 1966년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소속의 국가 해양조사국(National Ocean Survey)의 

일원으로 설립되었고, 1973년도에 USGS로 이관되었으며 1974년에 현위치(Colorado Golden)

로 옮겨서 운영중이다. NEIC의 주요 업무는 24시간 현업 운영을 통하여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지진(규모 5.0 이상)과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진(규모 2.5 이상)의 정보를 신속하게 결정

하여 관계기관1)에 통보하며 연간 30,000여회의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세계 120개 관측

망의 1,800개 이상의 관측소로부터 실시간 자료를 취합하고 분배하며 모든 USGS의 지진네트

워크 자료의 백업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지진정보의 기록보관소 역할을 하고 있다. NECIS는 현

재 35만명 이상이 지진통지 정보(ENS) 서비스를 수신하고, 홈페이지 일 방문자수가 수 백만명

을 상회하며, 미국 정부기관 중 접속순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NEIC의 주요 현안은 여진

과 유발 지진 등 소규모의 지진 모니터링 능력 향상, 고정식, 이동식 관측망의 운영을 통한 분석

능력 향상, 인터넷, 소셜 미디어, ComCAT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한 지진원 분석결과와 중요 

평가 자료를 전파 및 수집하는 것이다. 

HYDRA는 NEIC의 지진 모니터링 및 분석, 지진 목록 생산, 품질 분석 및 특별 연구 기능을 구

현하는 종합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그림1). 향후,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USGS 방문을 통하여 핵심 연구자들과 인맥을 구축하여 향후 연구협력 및 인력교류의 기반

을 조성한 점이 주요 성과이다. HYDRA 등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기술 토론으로 향후 기상청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였고, PDL(product distribution layer) 시스템에 참여하여 상호 지진 분

석 결과를 공유하고 요약 보고서를 수신하여 업무에 활용하기를 제안받았다. 또한 실제적인 교

류 협력증진을 위한 기상청 직원 파견 방안도 논의되었는데, 파견 시 NEIC 분석 시스템과 자료 

접속 및 사무 환경 등을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USGS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업무 추진 형태였다. USGS는 연방공무원 조직이지만 25개 주요 

대학과 협정을 맺고 관측망 관리 및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각 지

1) 국가기관, 해외 기관, 연구자들, 주요 시설물, 일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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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무소의 운영 인력을 최소화하고, 동일한 생산 실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공무원과 연구인력 

들의 능력이 매우 뛰어났으며, 나이가 들어도 담당분야의 전문성이 유지되고 있었다.

일주일간의 미국 USGS 방문을 마치고,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 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워싱턴 

대학교는 북동태평양에 광케이블을 활용한 해저관측소를 설치하여 해양생태 및 지진활동 자료

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분석중이다. 광케이블 배열식 관측망이 Juan de Fuca판에 설치되어 해

양지각의 발달 단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Juan de Fuca판은 중앙해령에서 시작하는 해

저지각의 생성 단계부터 섭입대에 이르는 지각의 소멸단계를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 

지역이다(그림2). 해저지진계 등 탐사 장비 운영 목적은 섭입대(Subduction zone)에 지진계를 

설치하여 판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한 변환단층대의 판 구조론 연구 수행이며, 주요 추진 과제

는 지진과 관련된 연구 이외에 메탄 하이드레이트, 기후변화, 해양과 생명, 탄소 주기, 해양 산성

화 등이다. 탐사 장비를 활용하여 해저 화산의 분출시 발생하는 다양한 해양학적, 생물학적 현상

을 관찰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중앙 해령 해저 화산의 분출, 화산의 이동 경로 및 용융 

상태, 용암분출물의 화학 샘플 채취,  암맥(Dyke)의 움직임 및 지진의 영향으로 인한 열수의 분

출, 해저면 열수(약 250℃) 측정 및 화학성분 분석 및 탄소 측정(Carbone dating) 등을 수행하고 

있다. 1700년 1월 26일에 Cascadia 섭입대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50년 이내에 규모 6.5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84%에 이른다고 한다. 

그림1
Hydra 시스템 전경. 
Hydra는 전 세계에서 발생
하는 지진에 대한 실시간 
분석 결과 및 분석 현황 등 
상세정보를 사용자가 편
의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NEIC의 핵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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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중인 케이블 관측 시스템은 향후 태평양 서부해안가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지진

해일을 조기에 탐지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고 한다. 워싱턴 대학 방문 주 목적은 해저 케이블 운

영 현황 조사였다.  900 km의  2중 강화 케이블과 7개의 관측소(Primary Node)를 설치하는데 

9천만 달러(한화 약 1,080억원, 기준환율 1,200원)가 소요되었다. 관측소 한 개당 설치비용은 

약 2백50만 달러, SN(Secondary Node) 설치에 약 25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케이블 설치 

시 육지 시작점에서는 시추를 통하여 수직으로 1.5 km까지 굴착하고, 수평 드릴링(Horizontal 

drilling) 방식을 활용하여 바닷가 약 1.6 km 지점까지 수평 시추를 수행하였다. 이 지점부터 해

수면 1,500 m까지는 기계를 통하여 해저면 내에 케이블이 매설될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곳에 케

이블을 설치하여,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저면이 굳어서 매설이 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해수면 1,500 m부터 해안으로부터의 수평거리 약 400 km 지점까지는 케이블을 바닥에 노출한 

채 설치하였다. 어부들이 해수면 1,500 m까지만 어로활동을 하기에, 케이블의 손상 위험성은 

매우 낮다고 하며, 어로 활동 제한 구역을 설정하여 어민으로부터 탐사,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있었다.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과 토의 후 느낀 점은 향후 해저지진계 설치가 필요하다면 케이블 

포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어로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면 케이블 보호

를 위하여 미국처럼 시추를 통한 전용 관을 만들어서 전력과 케이블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방식

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만, 운영비가 적게 들어서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해

저지진계 설치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설치 목적이 뚜렷하여야 하고 투자대비 효율

성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향후, 한반도 해역에 설치 시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뿐만 아니라 각

종 해양 관련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림2
Juan de Fuca 판 전체를 
탐지하는 케이블식 관측망 
운영 전경. 

검은색 실선과 점선이 케
이블이고, 붉은색과 오렌
지색의 케이블 연결지점에
는 관측장비와 전원, 통신 
장비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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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와 진도 ] 

규모는 지진 자체가 갖는 에너지의 크기를 말한다.     

따라서 지진파가 관측된 어느 곳에서 계산하더라도 규모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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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2 진도 4 진도 6 진도 7진도 2 진도 4 진도 6 진도 7

진원
규모 7.4

지진발생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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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정보, 현재날씨, 동네예보, 지진정보, 각종 날씨영상, 

생활기상 등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진정보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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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 후 밖으로 나갑니다.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합니다. 

* 지진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됩니다. 

떨어지는 물건에 대비하여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다리를 꼭 잡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질서를 지키며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지진은 지면이 흔들리는 자연현상으로,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대응합니다.



  55 _ Earthquake Focus       54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가 있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합니다.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자리에 있다가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들으면서 

키를 꽂아 두고 대피합니다.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산사태, 절벽 붕괴에 주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해안에서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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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조기경보 서비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기상청의 노력입니다.

P파 

S파 

P파

S파

진동에 대비하기위한 
조기경보 발표 

기상청으로 
지진자료 전송 

 지진조기경보 서비스는 

국내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관측될 경우 빠르게 지진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2015년 50초 이내 제공, 2017년부터는 7~25초 내외 제공 예정)

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진, 빠르게 대비하면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기상청의 노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