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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event the damages from earthquakes, various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around the world focusing on

earthquake prediction and forecasting for several decades. Among various precursory phenomena, changes in

groundwater level and quality are considered to be reliable for estimating the time of earthquake occurrence and its

magnitude. In effects, some countries impacted by frequent earthquakes have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groundwater monitoring network for earthquake surveillance and prediction. In Korea, recently researches have

begun for using groundwater monitoring techniques for earthquake prediction. In this paper, the groundwater

monitoring networks of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ere reviewed focusing on the facilities and results of

researches to deduce the tasks for earthquake prediction researches using groundwater monitoring techniques in

Korea. In results, research needs are suggested in the implementation of groundwater monitoring networks for

specifically earthquake surveillance with the real-time monitoring and the measures to quantify the degrees of

abnormal changes in the relationship of distance from the earthquake epi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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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진 예측과 예보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지진
예측지표 중, 지하수 수위 및 수질의 장기관측자료에서 지진 전에 나타나는 이상변동은 지질매체에 가해지는 압력의
변화와 매체 내 균열의 발달에 의한 것으로 지진의 발생 시기와 규모를 추측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
서 국외에서는 지하수 관측시스템을 지진감시 관측망의 보조관측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 지진 예측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지하수를 활용한 지진예측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그 가운데 발생한 2016년 9월의 경주지
진 전후로 나타난 지하수의 변동은 많은 관심을 불러왔다. 이 연구는 지진감시 및 예측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하수관
측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중국, 일본, 미국의 관측시설 현황 및 연구 사례를 분석, 검토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수행되
기 시작한 지진예측 연구의 연구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 앞으로 고품질의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지진감시 전용의 단층대 지하수관측시설 구축과 주요 관측인자의 실시간 감시, 이상변동의 폭과 관측되는 거리
에 대한 정밀한 평가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지진, 지진감시, 지진예측, 지하수 모니터링, 전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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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의 과학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자연적인 재해의

대부분을 예측하고 예상하여 대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지진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바

라보고 있다. 이는 지진의 발생 기작이 비선형적이고,

알려진 전조 현상들이 없이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의한 막대

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응체계의 준비 외에도

예측은 반드시 필요하며, 미국, 중국, 칠레 등과 같이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에서는 지진 예측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Roeloffs, 1988; Cicerone

et al., 2009; Ruegg et al., 2009; Wang and Manga,

2009, 2010; Huang et al., 2017).

지진 예측 연구는 지진의 전조현상을 찾아 앞으로

발생할 지진의 발생 시기와 위치, 규모를 평가하는 것

이다. 지진 발생 전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알려진 지구

물리학적·지구화학적·수리지질학적 인자는 다양하며,

이에 대하여 Rikitake (1979)는 282건의 지진 연구

사례를 분석하여 응력과 지층경사(tilt and strain) 및

전진(foreshock)을 포함한 15개 항목을 전조현상으로

구분하고, 지진 전 이상변동이 나타나는 시각과 지진

규모의 예측가능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이후 Cicerone

et al. (2009)은 전자기장의 변화(localized changes in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가스 배출량 변화(gas-

emission changes), 수위 변화(water-level changes),

수온 변화(water-temperature changes), 지표 변이

(surface deformation), 지진(seismicity) 등 6개의 그

룹으로 지진 전조현상을 분류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지진의 규모 예측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 중 지하수

위와 수질에서 나타나는 전조현상은 지질매체에 응축

되는 압력 및 압력증가로 인해 발생한 암반의 파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Wakita, 1975), 지진 발생 전

에 지진의 규모나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Rikitake, 1975; Roeloffs,

1988; Igarashi et al., 1995; Cicerone, 2009). 특히,

Scholz et al. (1973)의 연구와 1975년 중국 Haicheng

지진의 성공적인 예측(Wang et al., 2006)은 지하수 관

측을 활용한 지진 예측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지진에 의한 지하수의 반응은 고대부터 잘 알려진

것으로(Rojstaczer and Wolf, 1992; King et al., 2006),

지진의 생성과 지진파의 진행에 따른 진동, 응력 변화,

지각 변동, 투수성의 변화 또는 대수층 시스템의 변화

등에 의해 하천수위 및 수질 변화, 지하수 및 용천수

의 수위·수질 변화가 관측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주

제에 대한 연구를 지진수문학(earthquake hydrology) 또

는 수문지진학(hydroseismology)으로 부르는데, 1983년

미국 지구물리학회 추계학술대회(American Geophysical

Union Fall Meeting)의 세션 명칭에서 Earthquake

hydrology and chemistry (King, 1984)와 Manga and

Wang (2007), Wang and Manga (2014)의 문헌 등

지진수문학의 사용 빈도가 높아서, 이 논문에서도 ‘지

진수문학’이란 용어를 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지진수문학의 연구주제는 지진에 의한 수문요소의

반응 기작을 이해하기 위한 지진 전과 지진 동시 반응

사례의 통계 분석 및 모델링, 지진 전 수문요소에 나

타난 전조 현상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연구, 그리고 앞

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예측연구 등이 포함된다

(Manga and Wang, 2007). 지진 동시 변화(co-seismic

changes)는 지진파 특히 표면파의 전달 과정에서 발생

하는 반응으로 대수층의 변형을 판단할 수 있으며, 지

진 후 변화(post-seismic changes)는 지진 동시 변화

로 인해 변형되었던 대수층이 복원되는 과정과 대수층

시스템의 영구적 변형으로 인한 수리지질학적 특성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다. 지진 동시 변화 및 지진 후

변화는 지진이 영향을 주는 기작의 이해와 지진-지하

수-지질매체 간의 상호관계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다. 나아가, 전달된 지진파에 의해 대수층

시스템이 받는 영향에 따라 지하수위와 수질은 일시적

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변할 수 있고(Wakita, 1975;

Roeloffs, 1998; Broadsky et al., 2003; Manga and

Wang, 2007; Adinolfi Falcone et al., 2012), 결과적

으로 지진 후 지역적 수자원 공급이나 지하공간의 안

전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Woo et al., 2015),

지진 동시 변화 및 지진 후 변화에 대한 관측 및 보

고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진과 관련한 지하수위·수질 변동 연구

는 개별 Lee연구자들의 관심에서 시작되어 Ok et al.

(2010)과 Lee et al. (2011) 등 2010년 이후로 본격

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경

주지진 전후에 발생한 지하수위와 수질의 이상변동이

언론에 보도되어(Lee, 2016), 지하수위 및 수질의 변동

관측을 통한 지진예측에 대한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지진 감시 및 예측을 위해 지하수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연구하고 있는 외국의 대표적 연

구사례를 분석하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 내

용을 검토하여, 국내 지진수문학 분야의 연구를 지진

의 예측과 예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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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도출하고자 작성되었다. 국외의 연구사례로는

지진수문학의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중국, 일

본, 미국의 지하수 관측시설의 현황과 지진예측 연구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2. 국외의 연구현황

2.1. 중국

중국의 지진수문학 연구는 중국 지진국(China

Earthquake Administration; CEA)을 중심으로 수행되

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지진을 빈번히 겪은 나라

중 하나로, 1950년대부터는 국가과학기술개발사업의 일

환으로 지진관측망 구축, 지진위험지역의 구분, 지진동

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와 지진공학, 지진 예측

연구가 지진 분야의 연구과제로 제안되었다(Huang et

al., 2017). 1966년 M7.3 Xingtai 지진 이후 중국은

중력, 지구전자기 및 지하수 관측자료로부터 지진 전조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Wallace and

Teng, 1980; Liu et al., 2006). 이에 따라, 1968년부

터 주요 활성 단층을 따라 지하수관측소가 설치되었고

(King et al., 2006), 지진 모니터링 효과의 평가 등을

거쳐 전국 수문관측망이 구축되었다(Liu et al, 2006).

현재 지진국(CEA) 산하 중국 지진네트워크 센터(China

Earthquake Networks Center; CENC)에서 관리하는

지하수위 관측시설은 1,278개소이며(Huang et al.,

2017; Fig. 1), 모두 지진 감시 및 관측을 위해 설계되었

다. 관측망은 인구가 밀집된 Beijing, Tianjin, Tangshan,

Zhangjiakou 등 동부지역의 도시와 지구조적 경계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관측을 수행하고 있으

며(Che et al., 2002; Huang et al., 2004; Liu et al.,

2009), 관측간격은 1분이다(Zhang et al., 2016). 수질

측정망의 경우 2012년 현재 수온, 라돈, 수은 관측시설

이 각각 296, 284, 86개소가 설치되었으며, 100개소

이상의 토양가스 관측소가 운영되고 있다(Shi et al.,

2014). 관측망에서는 지하수위, 수온, 전기전도도 외에

도 Table 1과 같이 지하수질 관심인자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지진계 관측자료, 지자기 관측자료, 지표변

이 관측 자료와 비교하여 다음 1년의 지진 예측을 수

행한다(Mignan et al., 2013).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중국은 현재 지진수문학 분야를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

Fig. 1. Groundwater observational stations operated by China Earthquake Network Center Adopted from “Studies on

earthquake precursors in China: A review for recent” by 50 years Huang, F., Li, M., Ma, Y., Han, Y., Tian, L., Yan, W., and

Li, X., 2017, Geodesy and Geodynamics, 8, p.1-12. Copyright 2017 by Institute of Seismology, China Earthquake

Administration. Reprinted with permission.

Table 1. The monitoring components for the ground fluid of the China Earthquake Networks Center (Huang et al., 2017)

Classification Components

Physical factor water level, temperature, electric conductivity 

Dissolved ions K+, Na+, Ca2+, Mg2+, CO3
2-, HCO3

-, SO4
2-, Cl-, F-, S2-, Hg

Gases in groundwater He, CO2, CH4, 
222Rn

Fault soil gas H2, CO2, 
222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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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이자 지진 예측기술 분야의 선도국 자리에 있다.

지하수 관측을 통한 지진 예측 연구는 지하수 관측

자료에서의 지진 영향 추출, 이상변이와 지질학적, 지

진학적 인자들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한 통계분석, 그

리고 예측 알고리즘의 연구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Kuo et al. (1974)은 지진 전 구조경계에서 지하수위

의 변화가 관측됨을 모델을 기반으로 설명하고, 변동

이 발생한 지역의 규모와 크기에 따라 진원지와 지진

규모를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후 Wang

and Li (1993)은 지진 전에 발생하는 지하수위 변동

기작을 연구하였다. 지진의 예측 또는 지진 영향의 추출

을 위한 연구로는 Zheng and Feng (1989)이 Fuzzy

기법을 활용하여 지진 직전 또는 짧은 시간 전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하수위 전조현상을 분석하는 기술

을 연구하였고, Yin et al. (1995)은 지진 예측을 위한

분석기술로 Load/Unload Response Ratio (LURR)

기법을 제시하였다. 한편, Liu (1997)은 단기 예측을

위한 지하수위 및 지하수질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으며, 현재는 이를 개선시킨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

고 있다(Liu et al., 2010).

중국의 지진예측 연구는 시기에 따라 변해왔는데, 70

년대와 80년대에는 물리적 지표인 지하수위 변동을 관

측하여 지진을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90년대부터는 지

하수화학이 단기전조 예측을 위해 접목되었다(Liu et al.,

2006). Du (1989)는 Huabei 지역의 라돈 관측자료를

수위 및 강우량 자료와 비교하여 지진 전 농도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Wan (1992) 또한 Yunnan

지역의 10여년간의 관측 자료에서 지진에 앞선 라돈

농도의 변화를 제시하여, 라돈 농도 관측의 효용성을

보여주었다. 이후, Du et al. (2010)은 지하수화학적

전조현상이 발생하는 기작에 대해 실험적인 증거를 제

시하였으며, Huang et al. (2017)에 따르면 지하수질

및 가스 성분의 변화는 지진의 단기 예측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예측과 관련하여, 지하수 관측자료에 나타난 전

조 현상에 대한 보고 및 통계적인 접근도 여러 차례

수행되었다(Che and Yu, 1992). Che and Yu (1992)

는 1979년부터 1987년 사이 중국의 동부지역에서 발

생한 규모 5 - 7 사이 지진들에 대해, 지진 전에 나타

난 전조로서의 지하수위 변동 현상을 분석하여, 이상

변동의 폭과 변동이 관측되는 거리, 이상변동의 패턴

으로 지진이 발생할 위치와 지진의 규모, 그리고 지진

발생시각을 추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후 Sun

et al. (1997)과 Gu et al. (1999)은 규모 4.0의 지진과

관련하여 지하수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진의 전조

로 보이는 이상변동을 발견하였고, Gu et al. (1999)에

서 파악된 특징은 규모 5 - 7 의 지진을 대상으로 연구

한 Che and Yu (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

는 앞선 Che and Yu (1992)의 연구에서 밝힌 전조현

상의 특징이 다른 규모의 지진 예측에도 적용될 수 있

음을 암시한다. Liu and Shi (2000)은 강진 전 발생

하는 전조현상의 패턴을 연구하여 전조현상의 지속시

간을 단기와 중기로 나누고, 이를 발생할 지진의 규모

와 연결시켰다. Shi et al. (2014)은 강진 전 발생하는

지하수위 및 수온 전조현상을 분석하였는데, 지하수위

변동의 경우, 지진이 임박한 시점에서 급격한 지하수

위 상승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전조현상의 특징은 중국의 지진 예측과 예보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1975년 Haicheng 지진의

전진에 해당하는 연속적 현상들(foreshock sequence)은

지진 예측에 가장 기여한 전조현상이었으며, 지표변이나

지하수위 변동, 지하수질 변동과 라돈 농도 역시 지진

예측에 활용되었다(Deng et al., 1981; Snieder and

van Eck, 1997; Wang et al., 2006). Sungpan-Pingwu

지진의 경우 1976년 8월 16일 M7.2, 8월 22일 M6.8,

8월 23일 M7.2의 지진이 연달아 일어난 것으로 P파와

S파의 속도비(Vp/Vs), 지하수 라돈 농도, 지하수위 변

화가 주요 예측 지표로 활용되었다(Wallace and Teng,

1980). 지진 전, 1975년 7월부터 Sungpan-Pingwu 지

역의 지하수위가, 1976년 3월부터는 남쪽 Mianyang

지역에서 지하수위가 감소되는 것이 관측되었으며 이

는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여겨졌다. 보다 작은 규모의

지진 예측으로는 1997년 발생한 M4.2의 Zhangjiakou

지진 예측 성공을 들 수 있다(Yu et al., 1998).

중국 지진국(CEA)의 통계에 따르면 1975년부터

2001년까지 지하수위, 수온, 이온 조성, CO2 가스, 라

돈 등을 활용한 지진 예측은 24회였으며, 지하수 관측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13회로 나타났다(Liu

et al., 2006). 중국 지진정보네트워크(China Seismic

Information; CSI)에 따르면, 이후로도 2001년 Yunnan

지역의 Shidian 지진(M5.9), 2003년 신장 위구르자치구

에서 발생한 M6.8 지진 등의 예측에 성공하였고(CSI,

http://www.csi.ac.cn/publish/main/828/1108/index.

html), 최근에 들어서는 2012 M5.7 Yiliang 지진, 2013

M7.0 Lushan 지진, 2014 M6.6 Liudian 지진에도 지진

에 앞서 지하수 수위, 수질(Ca2+, CO2 gas)의 이상변

동이 관측된 바 있다(Huang et al., 2017). 그러나 지

진 전 이상변동이 나타난 관측정이 존재함에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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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에 발생한 M7.9 쓰촨성 지진(Wenchuan 지진)

의 예측에는 실패하였다(Ma et al., 2008). Shi et al.

(2014)에 의하면, Wenchuan 지역이 중국의 활성단층 중

하나인 Longmen Shan 단층대에 위치함에도 예측에 실

패한 것은 당시 이 지역에 설치된 관측정이 Wenchuan

지역보다는 Longmen Shan 단층과 Wenchuan 남서쪽

에서 만나는 또 다른 단층이 지나가는 남쪽의 Xichang

에 집중되어 있어, 이 자료들로 정확한 지진 발생 지

점의 예측과 예보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

다(Fig. 2). 이는 단층면을 따라 설치된 관측시스템조차

도 특정 지점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발생장소

예측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2. 일본

일본의 지진예측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Uyeda, 2013), 지진예측 연구에 지하수 관측을 결부시

킨 지진수문학적 연구는 중국보다 늦은 1970년대 중반

에 시작되었다(Wakita, 1977; Koizumi, 2013). 일본의

과거 기록에서 대형 지진과 관련하여 역사기록에 온천

수의 유출량이나 온도 또는 지하수위의 변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Ikeda and Abe, 1977), 체계적인 지진수문

학 연구는 일본측지협회와 문부과학성이 제안한「제3

차 지진예측계획의 부분적 재검토」에 따라 지하수 관

측을 통한 지진 예측 연구의 일환으로 방법론의 개발

이 우선되었다. 초기에는 일본 산업기술총합연구소의

일본지질연구소(Japan Geological Survey,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

nology: JGS, AIST)와 도쿄대학교, 나고야대학교, 교토

대학교 등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점점 도출할 수 있는

질 높은 논문이 적고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지질조사소가 관측과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천부대수층의 지

하수를 대상으로 지진 전조 현상을 찾을 수 있는지 민

간에 의한 연구가 시도되었다(Oki and Hirada, 1988).

일본지질연구소는 도쿄대학교와 함께 1973년부터 토

카이, 이즈, 가와사키, 칸토 지역에 30개의 라돈 관측

소를 설치하였고, 가와사키 지역에서 지하수위의 이상

상승이 관측됨에 따라 1975년에는 라돈의 농도 외에도

He, Ar, N2, CO2, CH4, Na+, K+, Ca2+, Mg2+, Cl-,

SO4
2-, SiO2, Fe, δ18O, δ13C, δ2H 등의 조성과 pH,

COD, 알칼리도, 전기전도도, 수온, 그리고 수위 등의

관측을 시작하였다(Wakita, 1977). 한편, 규모 8 정도

의 강진이 100~200년 주기로 발생하는 난카이 지진

발생 메커니즘 연구와 지진 예측 연구를 위해 Kii 반

도와 시코쿠 지역의 지하수 관측정이 조사되었으며

(Onoue et al, 2005), 다음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토

나카이와 난카이 지역에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관

측시설이 구축되어 운용 중에 있다(Koizumi, 2013;

Fig. 3). 지진 관측시설의 지하수 관측주기는 관측시설

에 따라 달라 0.05초~10분의 간격을 가진다(Kitagawa

and Matsumoto, 1996; Kitagawa et al., 2006; Ohno

et al., 2006). 

Fig. 2. Location map of Sichuan and Xichang area. The circle indicates the epicenter of M7.9 Wenchuan earthquake. See

also Fig. 1. Modified from Google Maps/Googl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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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관측을 수행하고 있는 토카이, 이즈, 가와사키,

칸토 지역 관측공에서는 지진 동시 및 지진 이전의 지

하수위 변동이 여러 차례 보고되어 왔다(Kitagawa and

Koizumi, 2000). 지하수위 관측자료에 기록된 지진의

영향으로, Egawa (1980)은 1978년 Miyagi 현에서 2

월과 6월에 발생한 두 차례의 지진과 관련하여 지진

전 및 지진 동시 변동이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Igarashi et al. (1992)은 M5.9의 지진이 발생하기 1-1.5

일 전 나타난 변동이 지진 직후 나타난 변동폭보다 작

은 것을 발견하였다. King et al. (2000)은 1993년부

터 1999년까지의 2개 관측정에서 기록된 지하수위 관

측자료 분석을 통해 지진에 의한 변동이 한 관정에서

도 여러 번 관측될 수 있고, 응력 변화에 보다 민감한

관측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M9.0 동일본 대지진에 앞서서는 진앙으로부터

155 km 떨어진 이와타현 Goyo 온천에서 강수나 증발

산, 계절적인 변동과 같은 다른 자연적인 요인으로 설

명할 수 없는 지하수위와 수온 하강이 2011년 초부터

나타났음이 보고되었으며, Koizumi et al. (2005)가 수

행한 1964 Nankai 지진에 대한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전조 현상으로 분류되었다(Orihara, 2014). 온천에서

수행한 연구의 불규칙한 시료 채취 및 관측 간격은 지

구조석의 영향을 구분하기에는 길었고, 대기압과 강우

의 효과는 보이지 않았으며, 지하수위 및 수온이 낮아

지기 전 많은 강수가 있었으나 이전의 관측기록과 비

교하였을 때 이에 의한 영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진에 의한 지하수위 영향을 분리하는 기법으

로 Kitagawa and Matsumoto (1996)은 지진동시 지

하수위 변동을 추출하기 위해 자료 필터링을 위한 상

태-공간 모델링 기법을 개발하였는데, 장기 관측자료에

적용한 결과에서 지진 전조로 보이는 지하수위의 상승

이 확인되었다.

지진 전 지하수위의 이상 변동을 응력 변동과 지표

변이에 연결시켜 설명하고 이를 지진 예측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Wakita (1975)과 Kawabe

(1991)는 지하수위 상승/하강 분포와 지진이 발생한 단

층의 메커니즘이 대응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Kawabe

(1991)는 지진에 의한 지하수위 상승/하강 분포와 지진

전 지하수위 및 온천 유출량의 변동 특징이 거의 일치

한다고 보고하면서, 지진 발생 전에는 지진과 같은 방

향으로 pre-slip, 즉,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진원이 되는 단층의 파괴를 유도하는 미세한 균열을

형성하는 지진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Koizumi (1997)가 지적한 대로 Kawabe (1991)

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피압대수층 관측자료인지

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같은 관정에서 지진에 대해 반

복적으로 반응이 관측될 경우 그 관정은 언제나 상승을

하거나 언제나 하강하는 반응을 보임에 따라, Kawabe

(1991)의 관측결과는 지진 메커니즘과의 관련성은 떨어

진다. 다만, Matsumoto et al. (2007)은 2003년 Tokai

지진 이전 MW5.5~6.5 규모의 pre-slip이 발생했을 것

으로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pre-slip에

의한 지하수위의 이상변동이 지진 전 충분히 감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예측 모델은 1946년 난카

이 지진 전 지하수위 이상변동을 해석하는데 사용되었

다(Koizumi, 2013).

한편, 라돈 농도도 지하수위와 마찬가지로 응력 변

화에 민감하고 특정 관측정에서는 더욱 민감한 변화를

찾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한 지진 예측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Wakita, 1996). Wakita (1981)은 1978년

1월 발생한 M7.0 Izu- shima-Kinkai 지진 전에, Wakita

et al. (1991)은 Chiba-ken Tono-oki 지진(M6.0) 전에

라돈 농도의 이상변화가 있었음을 발견하여 라돈 농도의

관측을 통한 지진 예측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Fig. 4).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지진에 앞서서는

특이한 변화를 찾을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지진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변동과 구분할 필요가 생겼다

(Wakita et al., 1988). 그 후보 중 하나가 Cl-의 농도

로, 1995년 1월 13일 발생한 고베 지진(M7.2)의 5개

월 전인 1994년 8월부터 증가하여 지진 발생 4일 전

배경농도의 1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

O
−

Fig. 3. Distribution map of groundwater monitoring wells

operated by GSJ, AIST. Adapted from “Well Web” by

Geological Survey of Japan, AIST. Copyright 2017 by

Geological Survey of Japan. The well list is on the web site

of the original web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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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Tsunogai and Wakita, 1995, 1996; Wakita et

al., 1996). 이 외에도 샘에서 채취된 시료의 He/Ar 동

위원소비(Sugisaki and Sugiura, 1985, 1986)와 H2 gas

의 농도(Satake et al., 1985)가 지진 전 증가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일본에서는 지진 예측기술의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시적인 중·단기 예측의 성공사례

가 없었으며, 2011년 M9.0 동일본 대지진의 예측에도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은 지속적으

로 지진예측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Koizumi, 2013),

지진방재를 위해서는 1995년 고베지진(한신·아와지 대

지진) 이후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Headquarters for

Earthquake Research Promotion; HERP)를 조직하

고, 홈페이지(http://www.jishin.go.jp/)에서 지진에 대한

조사 및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3. 미국

미국의 체계적인 지진감시 및 예측 연구는 1980년

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관련 연구시설은 미국 캘리포

니아 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의 Parkfield

에서는 평균 22년의 주기로 6.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

기 때문에 주정부의 요구와 미국 지진예측 평가위원회

(National Earthquake Prediction Evaluation Council,

NEPEC)의 검토를 거쳐 국립지질조사소(U.S. Geological

Survey, USGS)가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Bakun et al., 1986). 이에 따라 Parkfield 지역의 기

존 지진관측시스템에 보조적으로 지하수위 관측시설이

설치되었고, Long Valley Caldera에는 지표 변이에 따

른 지하수위 반응을 관측하기 위한 시설이 구축되었다

(Roeloffs. 1988; Roeloffs and Langbein, 1994). 현

재는 Parkfield 관측시설 중 용존 라돈과 토양 중 수

소가스 농도의 관측이 USGS의 판단으로 중단된 상태

지만(USGS Earthquake Hazard Program, https://

earthquake.usgs.gov/research/parkfield/discontinued.

php), 8개의 지하수위 관측정은 계속하여 운용되고 있

다(Roeloffs, 2000). Parkfield 연구부지에서는 15분 간

격으로(Roeloffs, 1998), Long Valley Caldera에서는

30분 간격으로 지하수위 변동이 관측되었으며(Roeloffs

et al., 2003), 이 외에도 USGS는 Mojave 사막에도

지하수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다(Healy

and Urban, 1985). 한편, UC-Berkely 대학교에서도

Yreka Blue Horn Mine에 지하수 관측시설을 설치하

여 평상시에는 10분 또는 15분 간격으로 관측하지만,

측정간격 사이에 발생한 변화율이 0.6 mm 이상인 경

우에는 관측간격을 1초까지 변하도록 설정하여 관측하

였다(Brodsky et al., 2003).

인근 또는 원거리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한 지하수

변동은 오랜 기간 미국 전역에서 보고된 바 있다(Rexin

et al., 1962; Cooper et al., 1965; Roeloffs, 1998;

Fleeger et al., 1999; Roeloffs et al., 2003; Brodsky

et al., 2003; Manga and Rowland, 2009; Horton

and Williams, 2012). Merifield and Lamar (1985)는

1980년 M5.5지진과 1982년 M4.5 지진에 앞서

California 남부의 지하수 관정 7개에서 지하수위의 이

상변동이 기록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Roeloffs

and Quilty (1997)는 Parkfield 지역에서 기록된 지하

수위 자료를 분석하여, 1985년 M5.6 Kettleman Hills

지진 전에, 35 km 떨어진 Parkfield 지역의 4개 관측

공 중 2개에서 각각 3.0 cm와 3.8 cm의 상승이 있었

음을 보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하수위 자료에서 계

Fig. 4. Radon concentration in groundwater observed

monthly in the eastern Izu Penisula, Japan. The arrow

indicates the 1978 M7.0 Izu-Oshima-Kinkai earthquake.

Adapted from “Well Web database” by Geological Survey

of Japan, AIST. Copyright 2017 by Geological Survey of

Japan.



408 이현아 · 함세영 · 우남칠

절적인 강수패턴 및 온도에 기인한 장기적 경향성과

대기압 효과, 지구 조석 효과를 보정하고 강우기록과

의 대조에서도 일치하는 기록이 없었기에 전조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변동의 발생 기작으

로는 본진의 규모보다 모멘트가 작은 pre-slip에 의해

변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Shapiro et al. (1981)

은 1979년 10월에 잇따라 발생한 Imperial Valley

(M6.6), Malibu (M4.2), Lytle Creek (M4.1) 지진의

약 4달 전인 6월 21일부터 라돈 농도의 증가가 나타

났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전진이 없었던 2004년

MW6.0 Parkfield 지진에 대해서는 지진 발생 전 지하

수위를 포함한 많은 관측인자에서 의미 있는 정도의

이상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예측에 실패하였으며(Bakun

et al., 2005; Roeloffs, 2006), 이는 국지적인 또는 전

지역적인 새로운 예측 모델의 개발과 분석기술의 향상

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2.4. 국외 연구사례로부터의 교훈

전술한 중국, 일본, 미국은 지진감시를 목적으로 지

하수위 및 수질을 장기적으로 관측하고, 그에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

의 연구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지하수에 나타나는 지

진 전조현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수위, 특히 피압대수층의 지하수위는 응력변

화의 영향을 잘 반영하며, 지하수위 관측간격을 줄일

수록 지진계의 관측 그래프와 유사해진다.

나. 단층대를 따라 설치된 지하수 관측시설에서 지

진 전 또는 지진에 의한 영향이 잘 관측된다.

다. 같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도 지진의 영향에 민

감한 관정과 반응이 보이지 않는 관정이 존재한다.

라. 다양한 인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수위에

비해, 라돈과 같은 수질 인자에서 지진 전 이상변동을

구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마. 발생할 지진의 규모가 클수록 지진 이전에 나타

나는 이상변동의 폭과 변동이 관측되는 영향범위가 증

가한다.

바. 같은 관정에서 여러 지진 또는 반복되는 지진에

의한 효과를 관측할 수 있으며, 이때 지하수위 변동의

방향(상승 또는 하강)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3. 국내의 지진수문학 연구

국내의 지진수문학 연구는 2009년부터 개별 연구자

들의 관심으로 시작되었다. 지진수문학의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한 부산대학교 연구진은 제주도 지하수 관측

망에서 확인한 2004년 Sumatra 지진(M9.0), 2008년

Wenchuan 지진(M8.1)에 의한 지하수위 변동현상 보고

하였다(Hamm et al., 2009). 이 연구는 국외의 지진

이 국내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림과 동시에

지진을 위한 지하수 연구의 중요성을 국내에 알린 첫

사례이다. 한반도 내륙의 지하수 변동을 연구한 것은

연세대학교 연구진으로 전국에 설치된 국가지하수관측

망의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외 지진에 의한 영향을 분

석하였다. Lee et al. (2011a)은 국가지하수정보센터

(Integrated Groundwater Information Service Center;

GIMS)로부터 국가지하수관측망의 암반 관측정 320개의

2007년 1월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강릉왕산 관측

소 외에도 용인남사, 인제 상남 등 7개의 관측정이

M4.9 오대산 지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지진에 의한 지하수 변동을 보고한 첫

사례였으나, 2007년은 국가지하수관측망의 관측간격의

6시간 간격이었고, 관측정별로 관측 시각이 불규칙하여

정확한 영향을 판별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가지하수관측망은 1995년부터 소유역

단위별로 지하수의 흐름 경로, 수문지질 조건의 대표성

여부, 지하수의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2016년

말 현재 412개의 관측소가 운용 중에 있다 (GIMS).

그러나 2010년 즈음부터 빈번히 보고된 유감지진에 대

한 연구 내용들은, 지진의 규모,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지하수 수문관측을 위해 설계된 국가지하수관측망의 설

계 특성과 바다로 격리된 제주도 관측망의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외 지진에 의한 연구가 많이 수행

되었다. Ok et al. (2010)와 Lee et al. (2011b)은

각각 2004년 수마트라 지진(M9.0)과 2010년 인도네시아

지진(M7.7)의 지진동시 반응을 제주도 지하수 관측망

자료로부터 분리, 평가하고 지하수위 변동과 투수량계

수 및 비양수량과 비교하였고, Lee and Woo (2012),

Lee et al. (2013a,b)는 2011년 발생한 규모 9.0의 일

본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국내 지하수의 반응을 보고

하였다. 국외의 대규모 지진에 의한 지하수위 변동은

peak 형태로 나타나거나(Lee et al., 2013a, b), 계단과

같은 변동 또는 완만한 형태로 나타났다(Lee and Woo,

2012; Fig. 5). 이들 연구에서 제안된 분석기법은 Fast

Fourier Transformation (FFT)법을 활용한 일주기 제

거법(Lee et al., 2011a)과 이동평균기법을 사용한 경

향성 제거법(Lee et al., 2013a, b), 극값 추출법(Lee

and Woo, 2012) 등으로, 각기 다른 관측 간격에서 기

록된 지하수 관측자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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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M5.8의 지진은

기기관측 이래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

진이었다(Korea Meteological Administration). 양산단

층과 근접하여 설치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내 지하

수 관측공에서 관측된 지하수위 자료에서는 지진에 의

한 지하수위 변동을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personal communication). 지진 이후 양산단층 부근

의 지하수위는 급격히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변화하여,

지진 발생 지역의 대수층이 불안정한 상태임을 확인시

켜 준다. 그러나 경주 지진 발생 전후로 발생한 강우

사건으로 인해 지진에 의한 영향을 추출해내기 어렵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지하수관측망의 일평균 지하수

위 자료에서는 진앙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경주산내 관

측소의 암반지하수 관측정 수위자료에서만 지진의 영

향을 일부 찾을 수 있었다(Lee, 2016). 

한편, 지진 전조현상에 관해서는 Lee (2013)가 2010

년 10월 발생한 M3.4 공주지진의 전조로 보이는 흔적

을 공주반포 관측정으로부터 발견한 바 있다(Fig. 6),

이후 Woo et al. (2015)이 규모 3.0 이내의 지진에

대한 국가지하수관측망 김천지좌, 강진성전, 공주정안

관측소의 암반대수층 지하수위의 반응을 검토하는 중

전조현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신호를 발견하였다. 또

한, Oh and Kim (2015)은 경상북도 울진군 성류굴의

라돈과 토론 가스가 2011년 M9.0 Tohoku 지진에 앞

서 증가했음을 보고하면서 220Rn-222Rn 동위원소쌍을

이용한 지진예측 기술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보았을 때, 현재 지진수문학

분야의 우리나라 연구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연구 연혁으로 인해 수리화학적인 접근이나 지진 예측

연구보다는 지하수 자동관측 결과를 사용한 지진 동시

Fig. 5. Water-level changes in (a) Okcheon-Cheongseong and (b) Gongju-Banpo stations of the Korean national

groundwater monitoring system by M9.0 2011 off the Pacific coast of Tōhoku earthquake. Vertical lines are the occurrence

times of fore-, main-, and after-shocks. Groundwater data were provided by K-Water and National Groundwater Information

Center.

Fig. 6. Possible precursory change of groundwater level observed in Gongju-Banpo station before 2008 M3.4 Gongju

earthquake. Vertical dashed-line indicates the occurrence time of Gongju earthquake. Groundwater data were provided by K-

Water and National Groundwater Information Center.



410 이현아 · 함세영 · 우남칠

변동의 사례 보고가 주로 이루어지는 기초연구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진에 의한 지하수 변동 사례가

많이 보고되지 않은 관계로, 국내 상황에 맞는 기작의

연구나 통계적인 접근, 지진 전조 현상의 추출 등을

위해서는 지하수 관측자료로부터 지진의 영향을 분리

하는 자료분석법의 개발과, 이를 통한 많은 사례조사

연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지진관측

만을 위한 심부 지하수 관측시설이 없어서 기존의 유

역감시용 지하수 관측망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

로, 이들 관측망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서는 지진 전

지질매체 내 응력 변화 또는 지진파에 의한 지진동시

변동이 가려지기 쉬워(masking effect) 체계적인 해석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측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품질의 자료가 필요하

다. 2017년부터는 지하수 관측을 활용한 국내 지진의

예측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한국기상

산업기술원 등의 지원으로 지진감시용 지하수 관측시

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시작되어 고품질의 관

측 자료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4. 결론 및 제언

이 논문은 지진 감시 및 예측을 위해 지하수 관측시

설을 설치하여 연구하고 있는 국가들의 연구시설과 연

구 내용을 검토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고 있

는 지하수관측을 통한 지진의 감시, 예측과 예보에 필

요한 연구내용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본 논문에서

다룬 중국, 일본, 미국의 지진과 지하수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지하수에서 지진 발생에 의한 영향을 관

측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패턴을 파악하고, 지진이

지하수와 대수층에 어떤 기작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설

명하고자 하는 연구와, 지하수 장기 관측에서 지진 전

발생한 이상변동과 변동 특징을 추출하여 이를 지진

예측에 적용시키는 연구들로 진행되어 왔다. 1975년

Haicheng 지진 예측 및 예보의 성공은 지진 예측기술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잇따른 예측 실패

는 지진예측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변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본, 미국 외에도 러시아, 그

리스,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다른 지구물리학적 인자

에 더해 지하수 관측을 통한 지진 예측 연구를 수행하

였거나 수행하고 있다(Contadakis and Asteriadis,

2001; Kingsley et al., 2001; Kossobokov, 2006;

Stejskal et al., 2007; Kumar et al., 2009; Stejskal

et al., 2009; Gupta and Shahani, 2011; Skelton et

al., 2014). 이는 관측기기의 발전과 자료분석 기술이

진보에 따라 지진 전조현상에 대한 현장보고들이 증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지하수를 활용한 지진예측

감시 및 연구를 시작하였다. 지진감시용 지하수 관측

시설이 별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자원 관리를

위한 장기 지하수관측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외 지진에

의한 지하수 변동사례를 분석하여 보고한 바 있으며,

지진 예측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지화학적 접근도 이

루어지고 있다. 특히 단층대에 설치된 부산대 양산캠

퍼스 관측정에서 수행된 정밀 관측 자료에서 인근의

경주 지진 외에도 다양한 거리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

향이 관측된 것은 단층대에서 지진의 영향을 관측하기

쉽다는 국외의 기존 연구결과(Roeloffs, 1988, and

many others)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수리지

질학적 특성을 지닌 지역에서의 고품질 관측이 수행된

다면 지진 전조현상의 관측과 이를 통한 예측 가능성

을 기대하게 한다. 

국외 연구사례에서도 보이듯이, 지하수 변동 모니터

링은 지진으로 발생되는 재난과 피해를 경감하고 예방

하기 위해 분명히 효과적인 기술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적절한 지진 감시와 예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관측영역과 지진이 발생되는 지역, 즉 단층대

와 관측공과의 연관성 뿐 아니라, 지진 에너지가 전달

되는 지질매체와 지하수 관측공의 구조적 연결성, 지

진 발생 전후로 지질매체와 지하수간에 발생하는 수리

화학적 반응과 특성 변화, 지하수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관측시스템, 관측빈도, 관측장비의 민감도와 이러

한 변화를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여타 요인으로부터

분리추출 할 수 있는 분석 기법 등이 복합적으로 개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지

진 발생에 따른 지진-지하수-지질매체 간의 상호관계와

변동 및 영향 등의 체계적인 융합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지진 감시와 예측을 통한 자연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의미있는 과학기술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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