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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some skeptical views on the possibility of earthquake prediction, observation and evaluation of

precursory changes have been continued throughout the world. In Korea, the public concern on the earthquake

prediction has been increased after 2016 ML5.8 and 2017 ML5.4 earthquakes occurred in Gyeongju and Pohang, the

southeastern part in Korea, respectively. In this study, the abnormal increase of groundwater level was observed

before the 2016 ML5.8 Gyeongju earthquake in a borehole located in 52 km away from the epicenter. The well was

installed in the Yangsan fault zone, and equipped for the earthquake surveillance. The abnormal change in the well

would seem to be a precursor, considering the hydrogeological condition and the observations from previous

studies. It is necessary to set up a specialized council to support and evaluate the earthquake prediction and related

researches for the preparation of future earthquake hazards.

Key words : earthquake, earthquake precursor, groundwater change, earthquake prediction, Gyeongju earthquake,

earthquake hydrology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ML5.8 경주 지진과 2017년 11월 15일 ML5.4 포항 지진은 국내에 지진 예측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진 예측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는 지진 발생

전 이상 변동을 보이는 인자들의 관측과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산단층대의 지하수위 정밀 관측을

위해 시범 운용 중인 양산 지하수 정밀관측공에서 2015년부터 관측된 지하수의 비정상적인 상승 사례를 보고하였다.

이 이상 변동은 다양한 수리지질학적 인자들을 고려하였을 때 지진 전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단일 관정의 단일 요소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 지진 전조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전조 현상 연

구와 평가를 위한 전문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주요어 : 지진, 지진 전조, 지하수위 변동, 지진 예측, 경주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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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2016년 9월 12일 20시 32분 54초 경주에서

발생한 ML5.8 지진은 1978년 계기 관측이 시작된 이

래 한반도에서 발생한 자연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로

160개 지진관측소에서 감지되었다(Hong et al., 2017).

이에 앞서 같은 날 19시 44분 32초에 발생한 ML5.1

지진보다는 남남서쪽으로 0.9 km 가량 떨어져 발생한

이 지진은 경주와 대구에서는 진도 6, 울산, 창원 등에

서는 진도 5 정도로 나타났으며(KMA, 2017),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MPSS,

2017). 내륙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주변지역

에서는 대수층 시스템 또는 지질 매체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지하수위의 지진 동시 변동(Lee,

2016)과 토양 내 라돈 농도의 지진 동시 변동(Kim et

al., 2018)이 보고되어 이를 뒷받침하였다. 경주 지진으

로 인한 피해, 계속되는 여진과 한반도 내 또 다른 지

진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은 지진 예측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지진 예측 연구는 지진이 발생할 시기 및 위치와 그

규모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분야로(Che, 2007; Lee et

al., 2017), 주로 지진 발생 전 변화가 나타난다고 알려

진 인자들의 계속적인 관측을 통해 지진 전조

(precursor)를 찾아 판단한다. 지진 예측에 사용되는 관

측 인자는 미소 지진 외에도 토양 가스(주로 라돈), 응

력 변화, 지표 변이, 전자기장의 변화, 중력, 지하수위,

지하수 온도, 화학적 조성(라돈 등 가스, 용존 물질의

농도)의 변화 등이 있다(Rikitake, 1979; Cicerone et

al., 2009). 이 중에서 지하수 내 라돈 가스의 농도와

수온은 지진이 임박한 시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으며, 지하수위 역시 다양한 규모에서 지

진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e,

2007). 성공적인 지진 예측 사례로 제시되는 1975년

M7.3 중국 Haicheng 지진은 지진 모니터링과 동물의

이상행동 외에도 지표 변이, 지하수위 및 지하수 수질

의 이상을 종합한 예보로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

다(Wang et al., 2006). 이 성공은 지진 예측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1976년 M7.5 Tangshan 지

진의 실패로 지진 예측 연구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

인 시각이 증가하였다(Huang et al.,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중국, 일

본,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전히 지진 예측을

위해 다양한 관측 요소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Roeloffs, 1988; Cicerone et al.,

2009; Ruegg et al., 2009; Wang and Manga, 2010a,

2010b; Koizumi, 2013; Riggio and Santulin, 2015;

Huang et al., 2017). 이는 이전의 사례에서 지진 전

에 나타나는 이상 변동 인자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한 요소 만을 관측해서는 지진을 예측하기 어렵고, 지

진의 전조 현상이 관측될 수 있는 조건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Shi et al., 2014).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지하수 관측

을 활용한 지진 예측 및 감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어 시범적인 정밀관측시스템이 양산단층대에 인접한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다. 본 논문

은 경주 지진 전 해당 관측공에서 보인 장기적인 이상

을 보고하고, 지진 전조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지하수는 지하에서 매질 내의 공극 또는 단열을 따

라 지하수 자체의 압력(수압)과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

지로 인해 움직이는 유체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

수층 자체의 특성과 대수층에 미치는 압력에도 민감하

게 반응한다. 이런 원리로 지하수위는 이전부터 지각

응력에 대해 민감한 지시자이자 정량적인 해석이 가능한

요소로 고려되어(Merifield and Lamar, 1984; Rojstaczer

and Agnew, 1989; Roeloffs, 1988; Roeloffs and

Quilty, 1997; Kitagawa et al., 2006; Shi et al.,

2014), 지진 예측 및 감시 연구, 지진에 의한 지하수

반응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 특히, 심부의 피압대수층

을 감시하거나 구조대의 경계 또는 단층대를 따라 설

치된 지하수 관측정은 지진 전 또는 지진에 의한 반응을

관찰하기 용이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uo et al.,

1974; Roeloffs, 1988; Che, 2007; Liu et al., 2010).

양산 지하수 정밀관측정(YS-MW)은 2010년 양산 단

층대(Yangsan fault zone)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1.9 km

떨어진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에 설치되었다(Fig. 1). 관

정심도는 300 m로, 절리 발달의 확인을 위해 지표로부

터 43.8 m까지의 상부 케이싱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라우팅을 시행하지 않고 암반부에 노출되어 있는 열

린 관정(open borehole)이다. 관측정의 구조 및 물리

검층 결과의 자세한 결과는 Chang and Jo (2015)에

기술되어 있다. 지하수위 관측 자료는 관정 설치 초기

다이버형 센서(CTD-diver; Eijkelkamp, Netherlands)

를 이용해 3분 간격으로 기록하다가 2012년부터 1분

간격으로 관측하였다가 2017년 3월 말 30초 간격으로

관측 주기를 수정하였다. 이후 2017년 10월 실시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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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을 위해 OTT PCL-S 센서(Hydromet, U.S.A.)로

교체하여 지하수위와 함께 수온, 전기전도도(EC)를 1

분 간격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기압의 경우 이전에는

대기압 측정용 센서(baro-diver)를 관정 상부에 설치하

여 보정에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센서 내에서 자체적

으로 보정한 값을 사용한다. 현재 센서에서 측정된 자

료는 1시간 간격으로 연세대에 마련된 서버로 전송되

어 DB에 입력된다. CTD-diver를 활용한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결측 기간이 있었으며, 관측 센서를 교체한

이후 2017년 12월 말부터, 2018년 1월 중 전원 공급

의 문제로 결측 구간이 있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

용되고 있다.

YS-MW는 2016 경주 지진의 진앙으로부터 52 km

떨어져 있으며, 양산단층대 서쪽 약 1.9 km 거리에 위

치하고 있다.

3. 지하수위의 시계열자료와 이상 변동

Figs. 2와 3은 YS-MW에서 기록된 지하수위 시계열

자료이다. Rahi and Halihan (2013)은 이산푸리에변환

(discrete Fourier transform, DFT)을 경향성이 제거

된 지하수위 자료에 적용하여 수위 변동을 주파수 성분

으로 분해하고, 지구조석(earth tidal)의 영향력을 평가하

여 대수층의 피압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

다. 이 논문에 따르면 지하수위에 영향을 끼치는 조석

성분 O1 (25.82 hrs/cycle), K1 (23.93 hrs/cycle), M2

(12.42 hrs/cycle), S2 (12.0 hrs/cycle), N2 (12.65

hrs/cycle) 중에서 자유면 대수층(unconfined aquifer)

에서는 대기 효과에 의해 K1과 S2는 존재할 수 있지

만, O1, M2, N2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피압대수

층(confined aquifer)과 준피압대수층(semi-confined

Fig. 1. The location of Yangsan detailed-monitoring well. The circle and star sign on the left image represent the location of

Gyoengju-Oedong station and the epicenter of Gyeongju earthquake.

Fig. 2. Water-level fluctuation observed between 2010 and

2012 at Yangsan monitoring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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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ifer)은 모든 성분이 나타나되 피압대수층에서는 M2

성분이, 준피압대수층에서는 S2 성분이 우세하게 나타

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015년 2월 4일부터 60

일 간의 연속 지하수위 자료를 15분 간격으로 추출하

여 Rahi and Halihan (2013)의 방법을 적용한 결과,

S2와 M1 성분이 강하게 나타나는 준피압대수층인 것

으로 나타났다(Fig. 4).

관측 기간 동안 양산 관측정의 지하수위는 결측 구

간이 많아 변동폭과 그 경향성을 추정하기 쉽지 않다.

다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1, 2월 지하수위를 살

펴보면 2012년 수위는 2.79 m에서 시작되어 3.77 m까

지 상승하였다가 주기적인 변동을 보이며 하강하였으

며, 2013년과 2014년, 2015년은 각각 2.40 m, 4.28 m,

3.00 m에서 시작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3년

부터 2015년 사이 기록된 연간 최저값과 최고값의 차

이는 각각 4.28, 3.66, 5.62 m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2015년 가을부터 상승한 지하수위의 영향으로2016년

1월 1일의 지하수위는 5.34 m로 기록되었다. 이후 약

5.5개월의 결측 기간 이후 관측이 재개된 8월에는 결

측 전보다 약 2 m 이상 상승한 높이로 관측되었다. 이

후 약 3주간 하강하였다가 9월 초 다시 상승하기 시작

하여10월 14일 9.84 m를 기록하였다.

4. 지하수위의 지속적인 상승과 지진

Freeze and Cherry (1979)는 지하수위 관측 자료

의 변동을 일으키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을 다

음의 13가지로 구분하였다: (1) 강수에 의한 지하수의

함양, (2) 지하수 함양 중의 공기의 포획, (3) 식생의

증발산, (4) 하천변의 제방 저류 효과, (5) 해안지역에

서의 조석 효과, (6) 대기압의 변화, (7) 피압대수층에

대한 순간적인 외적 부하(external loading), (8) 지진

동시/지진 후 변동, (9) 지하수의 양수, (10) 심부 대수

층으로의 인위적 주입, (11) 인공 함양, (12) 농업지역

에서의 관개 활동, (13) 사면배수/터널 등의 지질공학

적 공사. 여기서 관정심도 300 m의 YS-MW에 장기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7) 외적 부하와 (8) 지

진으로 지하수 대수층 시스템이 파괴되어 생기는 변화

와 (9) 양수 및 (10) 인위적인 주입으로 인한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지역에서는 인위적인 주

입을 수행하고 있는 관정은 보고되어 있지 않아 (10)

인위적인 주입 효과는 제외하였다.

Fig. 1의 위성 사진과 같이 관측정 주변은 도로와 주

택지 외에는 대부분 나지로 피복되어 있으나 YS-MW

Fig. 3. Water-level fluctuation observed between 2013 and

2016 at Yangsan monitoring well.

Fig. 4. The power spectrum calculated from water-level

data recorded for the period of Feb 04 to Apr 05 in 2015

(6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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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측하는 대수층은 43.8 – 300 m 구간의 암반 대수

층으로 지하수의 함양 과정을 고려할 때 함양의 효과

는 미미할 것이다. 다만, 관측정이 소재한 물금읍의 연

간 지하수사용량은 2011년 이후로는 해가 지날수록 감

소하여 지하수 상승이 시작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전년도 대비 0.7%, 28%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양수량의 감소는 지하수위의 상승과 관련이 깊다. 같

은 시기 양산시의 강수 기록을 살펴보면 2015년 총

강수량은 1236.0 mm로 지하수위 상승이 시작된 가을

-겨울의 강수 패턴에는 특이점은 없었다. 2016년의 총

강수량은 1978.8 mm로 지하수위 상승이 시작된 2016

년에는 또한, 양산시의 지하수 사용량은 2007년 제시

된 적정개발가능량인 66,079 103m3/yr보다 적은 양을

사용하고 있다(Table 1). 그러나 양산시에서 운영 중인

보조관측망 중 물금읍에 설치된 물금-13, 물금-14, 물

금-15 관측정의 지하수위는 YS-MW와 다른 경향을 보

여 YS-MW의 이상변동은 지하수 이용량의 변화와 크

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국내외 지진에 의한 지진동시 지하수위 변동은 Lee

et al. (2011), Lee and Woo (2012)나 Lee et al.

(2013), Lee (2016) 등 수 차례 보고되었으며, 지진

전조 관측의 가능성은 우남칠 외(2015)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전조 현상의 형태는 상승형 이상, 하강형 이

상, 계단형 상승 또는 하강 이상, 펄스형 이상 등으로

나타나며, 장기적으로는 계절적 변동 양상이 무너지는

이상 변동도 존재한다(Che, 2007). Shi et al. (2014)

는 중국의 지하유체 관측소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진

전 발생한 이상을 상승형과 하강형으로 나누고 각 그

룹별 이상 변동이 발생한 시기를 정리하였다. 그 결과,

상승형 지하수위 변동은2개월 전부터 수 시간 전에 주

로 발생하는 반면, 하강형 지하수위 변동은 주로 수

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지진 전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Che and Yu (1992), Che et al.

(2007)과 Liu et al. (2010)이 제시한 연구 결과는 상

승형의 지하수 반응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지진 전조를 연구한 많은 선행 연구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지진의 규모가 클수록 전조 현상의

출현 시간은 빨라지며, 관측될 수 있는 거리는 멀어지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Rikitake, 1988; Liu and

Shi, 2000; Che, 2007).

지진의 발생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에는 다공성 단열

포화암반층에서 응력의 증가로 단열이 확장되는 것으

로 설명하는 팽창-확산 모델(dilatancy-diffusion model)

과 응력의 증가로 단열이 발생하는 지역(focal zone)에

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열의 크기와 모양이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한 모델이 있다(Mjachkin et al., 1974).

이 두 모델은 모두 지진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많은 단

열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Dorbrovolsky et al. (1979)은 이 점을 고려하여 지진

발생의 영향 범위 산정을 위한 식을 제안하였다:

Table 1. The annual groundwater withdrawals (m3/year) in Yangsan-city and Mulgeum-town, and annual precipitation (mm)

in the Yangsan stn., the nearest weather station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Yangsan 1,638,510 11,646,819 11,695,086 11,562,682 11,397,733 11,464,563 11,328,470

Mulgeum 6,300 509,683 482,435 446,337 451,142 448,119 322,049

Precipitation 1462.5 1606.4 1621.4 1092.3 1767.4 1236.0 1978.8

Fig. 5. The water-level fluctuation observed at (a)

Mulgeum-13, (b) Mulgeum-14, and (c) Mulgeum-15

supplementary groundwater observation network operated

by the Yangsan-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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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100.433M − 2.73/  (R: 영향 반경(km); M: 지진의

규모; e: 이론적 변형도). 또한, 여러가지 지진 전조 인

자들이 나타났던 시기와 비교하여 e값이 10-8 이하일

때는 전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e = 10-8을 기준으로 지진 전조의 가능성

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양산관측공에 적

용한 결과 1.57 × 10−6의 비교적 높은 값을 보여 경주

지진 발달 과정의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조 현상이 나타나는 시간의 경험적 예측식은

Sultankhodzhayev et al. (1980; re-quoted from

Barsukov et al., 1985), Rikitake (1987), Che and Yu

(1992)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된 바 있다.

Sultankhodzhayev et al. (1980): 

log10RT = 0.63 · M ± 0.15 (chemicals)

Rikitake (1987): 

log10T = (−4.10 ± 3.52) + (0.79 ± 0.51)

·M (M > 6.5; water level)

log10T = (−0.47 ± 0.73) + (0.28 ± 0.12)

· M (M > 4.0; chemicals)

Che and Yu (1992): 

log10T = 0.44 · MS+ 0.14 (MS> 5.0; 

water level; east long > 100o)

여기서 R은 거리(km), T는 일(day) 단위, 그리고

MS는 표면파규모(surface-wave magnitude) 이다. 이

중 경주 지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Che and Yu

(1992)의 식으로, 양산 정밀관측공에서 경주 지진의 전

조를 발견할 수 있는 시기는 지진 발생 약 492일 전

부터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로 판단할 때, 2015년 말

부터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연간 변동 범위나

계절적 변동 양상이 보이지 않는 YS-MW의 이상 변동은

지진 전조 현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초반 경주시 외동읍 활성리에 설치된

국가지하수관측망 경주외동 관측소의 암반대수층 관측

정에서 이상 변동이 관측되었다(Fig. 6; Fig. 1 참조).

2015년 관측자료를 대상으로 관측정 피압여부의 분석

결과 이 관정의 자료는 준피압 대수층으로 나타났다.

Fig. 6b에도 나타나듯 해당 관측정에서는 2016년 1월

말부터 지하수위가 3 m 가량 하강하여 91 m 이하를

유지하였다가 4월 말에 다시 상승하여 원래의 지하수위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변동의 특성은 기기 오류로

나타나는 계단형 또는 피크형 변동과 달라 기기 이상으

로 볼 수 없다. 경주외동 지하수 관측소와 가장 가까

운 울산 기상관측소의2015년 강수량은 1044.6 mm로

2014년의 1398.7 mm에 비해 적었으나 외동읍의 지하

수 이용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이는

2013년과 2014년의 자료를 비교했을 때에도 유사한데

2014년 2월과 2015년 봄철 지하수 변동에 비해 2016

년의 이상변동은 그 규모가 달라 지하수 이용량 만으

로는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소수의 관측소에서만 나타난 이상변동을 지

진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경주외동 관측소는 그 설치 목적이 지진 감시가

아니라 유역의 전반적인 지하수 상황을 파악하고자 설

e3

Fig. 6. Groundwater fluctuation observed in the deep-

aquifer monitoring well on Gyeongju-Oedong station of

the National Groundwater Monitoring System between

2015 and 2016.

Table 2. The annual groundwater withdrawals (m3/year) in Gyeongju-city and Oedong-town, and annual precipitation (mm)

in the Ulsan stn., the nearest weather station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Gyeongju 39,558,464 38,777,697 36,536,250 35,539,519 35,548,500 35,820,290

Oedong 4,763,869 4,525,694 4,291,069 4,229,314 4,191,004 4,226,543

Precipitation 1161.6 1233.2 1458.1 858.3 1398.7 1044.6 1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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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었다. YS-MW와 같이 지진의 감시 및 예측 목적

의 지하수 관측정이 추가적으로 건설되어 운용되고, 지

진파 외의 관측 요소가 추가되어 비교한다면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어 지진의 감시와 예측에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인다. 

5. 제 언

양산 지하수 정밀관측정(YS-MW) 지하수위 변동을

보면, 2015년 말부터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

상 변동은 연간 변동 범위나 계절적 변동 양상과는 달

리 지진 전조 현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2016년 초반 경주시 외동읍에 설치된 국가지

하수관측망의 경주외동 암반대수층 관측정에서도 전조

현상으로 의심되는 이상 변동이 관측되었다.

세계적으로 많은 지진 전조 현상이 보고되었음에도

지진 예측은 아직까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는 지하수의 비정상적인 변동이 지진 외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진마다 그

조합을 달리하며 나타나기도 하여, 결과적으로 지하수

위 변동의 여러 원인들 중에서 지진 전조 현상에 관련

된 부분만을 정확히 분리하여 감시하는 기술이 아직도

개발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기

존의 관측시스템에 지진 전조 현상이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는 기존 관측시스템의 위치와 심도, 관측

빈도와 자료분석 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진 발생과정에 반응하는 지하수환경

의 변화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다 (Shi

et al., 2014).

미국은 지난 1980년 국가지진재해감소프로그램

(National Earthquake Hazard Reduction Program;

NEHRP)을 재승인하는 과정에서 NEHRP 국가지진예

측평가위원회(National Earthquake Prediction Eva-

luation Council; NEPEC)를 창설하였다. 국가지진예측

평가위원회는 관측된 지진 전조 현상의 평가를 담당하

는 미국지질조사소(US Geological Survey)의 조언을

담당한다. 중국도 지진예측평가를 위한 국가위원회

National Committee for the Evaluation of Earthquake

Prediction를 1999년 설립하였으며, 일본과 대만 등 지

진 발생국가에서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문기구가 설립되어 다양한

분야의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된 관측결과를 통합

적으로 관리, 평가할 수 있다면 지진 감시 및 예측 연

구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

해 지진 재난에 대한 방비와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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