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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adquarters for Earthquake Research Promotion (HERP) represents the upper-most level of Japan's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governance. Its policy committee establishes the national earthquake investigation research

promotion plan. The earthquake investigation committee of HERP collects survey geo-data and evaluates the research

results of each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agency. The establishment of an earthquake-related geo-resilience

research strategy is both necessary and desirable for Korea. The concept of geo-resilience entails the ability to

improve disaster resilience through the application of research results and the convergence of geoscience with science

and technology (S&T) including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achievement of geo-resilience requires a

national long-term roadmap and strategy for earthquake prediction research, the development of earthquake disaster

prediction and prevention technology, Geo-ICT convergence technology development, implementation of a geo-

cyber physics system (Geo-CPS), the use of geo-mimetics, and geoscientific R&D as it relates to local communities.

Through such efforts,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of Korea will be able to develop earthquake prediction

capacities in relevant fields, reinforce proactive response capabilities, enhance community-level confidence in geo-

data and its research results, foster next-generation geoscientific manpower, and expand geoscientific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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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방재 컨트롤타워는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이며, 산하의 정책위원회는 국가 종합기본시책과 조사관측계획을

수립하고 지진조사위원회는 각 지진방재 전문기관의 조사관측데이터와 연구성과를 취합하여 종합 검토평가를 한다. 일

본의 지진방재·대응 시스템의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나라에의 바람직한 시사점으로는 지진관련 지오-리질리언스 연구

전략 구축이다. 지오-리질리언스 개념은 연구성과 실용화와 지질자원분야의 타 과학기술·인문사회분야와의 융합에 의

한 재해복원능력 향상 역량을 의미하며, 주요 범위로는 국가 중장기 로드맵 전략연구, 지진예측연구, 지진재해 예측·경

감기술개발, Geo-ICT 융합기술개발, Geo-사이버물리시스템 구현, 지구모방 기술개발 등과 지진발생지역 주민의 물리

적, 심리적 치유관련 지질자원기술 관점 연구개발 등이다. 이를 통해, 국책전문연구기관은 재해발생 예측기술개발과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지오데이터와 연구결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 제고와 차세대 인력양성, 관련 지진방재 인

프라 확충 등이 가능할 것이다.

주요어 : 지진방재, 거버넌스, 지오-리질리언스, Geo-ICT 융합기술, 지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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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규모

5.8)과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규모 5.4)을 겪으며,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에서의 중요

도를 간과하였음을 실감하였다. 지진이 이제는 빈발하

는 인접국가 만의 현안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들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지진재해를 대비

하고, 지진피해를 저감하는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커지

게 되었다. 아울러,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

위한특별법(법률 제16860호로 제정, 2019)’이 제정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

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진방재 관

련하여 인접국의 앞선 지진재해 대응 시스템과 인프라

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잦은 지진발생 등을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정부와 국민들이 대응하고, 피해

로부터의 회복·복원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우리나라에 맞는 지진 관련 지질·지진과학 중심의

지오-리질리언스 개념의 정립과 관련 R&D 및 인프라

를 갖추는 것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로 개정, 2017)’에서 지진·지진해

일·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지진·화산재해대책

법(법률 제15460호로 개정, 2018)’에서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

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진재해 관련 대응·방재 시스템과 거버넌스와

우리나라의 지진·화산재해대책 등의 고찰을 통해, 지진

관련 지오-리질리언스를 위한 정책제언과 더불어 관련

국가 중대형 R&D 방향과 개념 등을 제언하고자 한다.

2.일본 지진방재 거버넌스 및 기관별 역할·임

무 분석

2.1. 일본 지진조사연구와 방재 컨트롤타워

일본 지진방재 컨트롤타워는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

(Headquarters for Earthquake Research Promotion

of Japan, HERP)이며 본부장은 문부과학대신이 맡고

있고, 지진방재 대책의 강화, 특히 지진 피해경감 지진

조사연구 추진을 주관하고 있다(Fig. 1). 이 추진본부는

내각관방 부장관, 내각부 사무차관, 총무사무차관, 문

부과학 사무차관, 경제산업 사무차관, 국토교통사무차

관 등 주요 정부내각의 차관급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

어 있고 기상청장관과 국토지리원장도 상시 참석하고

있으며, 중앙방재회의 및 과학기술학술심의회 측지학분

과회와 연계하고 있다. 이 추진본부 산하의 정책위원

회는 조사관측계획부회 등을 통해 국가 종합기본시책

과 조사관측계획을 수립하고, 지진조사위원회는 장기평

가부회, 강진동평가부회, 고감도지진관측 데이터 처리

방법개선소위원회, 지진활동예측 평가방법검토소위원회

등 여러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지진방재 전문

기관에서 수집한 조사관측 데이터와 연구 성과를 취합

하여 종합 검토평가 등을 한다(HERP, 2020a).

HERP의 주요 역할로는 지진관측, 측량, 조사·연구

추진에 대해 종합적·기본적 시책수립, 관계 행정기관

의 지진에 관한 조사연구예산 등 업무조정, 지진에 관

한 종합적인 조사관측계획수립, 지진에 대한 관측, 측

량,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대학 등

의 조사결과 등 수집, 정리 및 분석, 그리고 이를 토

대로 종합적인 평가, 상기사항의 평가와 홍보를 수행

하고 있다. 산하의 정책위원회는 종합적인 기본적 시

책 수립, 지진의 종합적 조사관측계획 수립, 지진조사

연구 예산 등 업무조정, 지진평가 홍보, 지진조사위원

회 활동으로 하고 있다. 지진조사위원회는 지진활동 현

상평가 및 지진발생가능성 장기적 관점의 평가, 활성

단층 장기평가, 해구형 지진 장기평가, 활성단층 발생

지진, 해구형 지진대상 강진동 평가, 장기평가, 강진동

예측 등 종합적인 지진동 예측지도 전국판 작성, 장주

기 지진동 예측지도 착수, 지진해일평가, 위성 데이터

를 이용한 지진활동자료 평가, 위성 데이터 활용방안

검토, 지진활동의 예측평가기법 검토, 고감도 지진관측

데이터 처리방법 개선 등을 담당하고 있다(HERP,

2020a, 2020c & 2020d) (Fig. 2 & Fig. 3).

이 추진본부에 참여하는 전문기관은 국립연구개발법

인 방재과학기술연구소(NIED), 해양연구개발기구

(JAMSTEC), 정보통신연구기구(NICT), 산업기술총합연

구소(AIST), 국토교통성 기상청 기상연구소(MRI), 국

토지리원(GSI), 해상보안청(JCG), 소방청 소방연구센터

(NRIFD) 등이 있다. 이 추진본부의 2020년 예산액은

77.6억엔(2019년도 72.0억엔)으로 전년대비 108%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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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데, 이 금액은 개별 기관의 고유사업비를 제외

한 금액이다(HERP, 2020a)(Table 1). 이 추진본부의

중점적 조사관측 대상으로 기초적 조사관측 등 이외에

더 조밀한 조사관측 및 추가적인 조사관측 항목에서

조사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난카이해구, 난세이쇼토해

구, 사가미해구, 일본 해구·쿠릴해구주변 발생 지진, 사

가미해구 섭입대에서의 지진규모 7.0정도의 지진, 한반

도 동해에서의 지진 등이 해당하는데, 해구형 지진을

대상으로 한 지진발생예측의 고정밀화에 관한 조사관

측 강화, 지진동 실시간 예측 및 지진동 예측의 고정

밀화, 지진해일 실시간 예측기술개발 및 지진해일예측에

관란 조사관측 강화, 활성단층 등에 대한 조사연구에

의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정비 및 평가 고도화 등이다.

2.2.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의 방재과학 및 지질·지진

관련 연구활동

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Earth Science and Disaster Resilience, NIED)

는 문부과학성 산하의 국립연구개발법인 기관이며, 지

진, 화산, 홍수, 산사태, 기상 변화, 설빙위험 재해연구

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 사회가 자연재해에 복원력을 갖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NIED, 2018 & 2017). 주요조

직으로는 기초연구분야와 기반연구개발분야로 나뉘는

데, 기초연구분야는 지진해일방재연구부문, 화산방재연

구부문, 물·토사방재연구부문, 설빙방재연구부문, 사회

방재시스템연구부문, 재해과정연구부문이 있다. 기반연

구개발분야에는 지진해일화산네트워크센터, 종합방재정

보센터, 첨단연구시설활용센터, 리질리언스방재·감재연

구추진센터, 기상재해경감이노베이션센터, 화산연구추

진센터, 수도권리질리언스연구센터가 있다. 이외에 지

역조직으로 내진공학연구센터, 설빙방재연구센터, 설빙

환경실험소 등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정부보

조금 74% 정도를 포함하여 154억엔(2019년 기준)이고

Fig. 1. Composition of the Japan Headquarters for Earthquake Research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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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은 274명(2018년 전일제 기준)이었다(NIED,

2020a).

NIED의 주요 연구활동으로는 지질해일방재분야에서

는 실시간 지진동 예측기술 및 지진피해 추정기술, 지

Fig. 2. Japan’s Evaluation of Major Active Fa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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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일 예측기술, 지진발생의 장기평가의 고도화, 거대

지진발생 메커니즘의 규명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화

산방재분야에서는 관측데이터에 의한 화산현상 재해과

정 규명, 화산 원격탐사기술개발, 분화재해 잠재력 평

가모델링, 화산재해 경감을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등이 있으며, 지진감재방재연구분야에서 구조물 파괴과

정규명과 감재기술 연구개발 등이 있다. 사회방재시스

템분야에서는 지진·해일 재해정보 스테이션 개발, 각

종 자연재해 평가, 실시간 피해 추정·상황파악연구, 정

보공유·활용기반 연구개발, 각종 재해대책방법·기술연구

등이 있다. 리질리언스 방재·감재연구로는 지진해일 피

해경감 기반연구, 게릴라성 호우 등 유발 적란운 관

측·예측기술개발, 부처간연계 방재정보 공유 시스템·

활용기술 연구개발, 실시간 피해추정·재해정보수집·분

석·이용활용 시스템개발 등이 있으며, 화산활동 종합

평가 및 화산재해 경감연구와 수도권 중심의 리질리언

Fig. 3.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Map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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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Japan’s Budget Request Related to Earthquake Research for FY 2020

Organization
FY 2019

Budget

FY 2020

Budget

Request

Major points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Nat’l Ins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cluded in operating 

expense subsidy

*Research on grasping technology 

of the disaster using the airborne 

high-resolution SAR

Nat’l Research 

Institute of Fire and 

Disaster

31 27

*Research on the coseismic 

enhanced safety of dangerous 

facilities like the oil tanks

27 (31)

Subtotal 31 27 88% (Compared with FY 2019)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Bureau

3,021 3,829

*Operation of seafloor observation 

network for earthquakes and 

tsunamis

1,617 (1,017)

*Construction of seafloor 

observation network for 

earthquakes and tsunamis along 

the Nankai Trough (N-net)

Note) Note)

*HQ for Earthquake Research 

Promotion

(Administration of the 

Headquarters)

(Active fault survey)

(Project for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information on 

off shore faults)

490

438

0

(385)

(438)

(169)

*Resilience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jects centered 

on the Tokyo area

516 (456)

*Strategy project for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Compound disaster mitigation on 

the great earthquakes and 

tsunamis around the Nankai 

trough)

(Nankai Trough Earthquake 

contributing to disaster 

prevention)

(Earthquakes and tsunamis in the 

East Sea)

(Expenses for the promotion of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0

450

311

7

(239)

(0)

(311)

(7)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Included in operating 

expense subsidy

*Earthquake and volcano research 

plan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mitigation of disaster (secondary)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Earth 

Science and Disaster

Resilience

Included in operating 

expense subsidy

*Earthquake / tsunami observation 

prediction research

*Utilizing Three-Dimensional 

Full-Scale Earthquake Testing 

Facility(E-Defense)

*Natural disaster hazard, risk 

assessment and information 

utilization

Japan Agency for 

Marine- Earth S&T

Included in operating 

expense subsidy

*Research and development on 

earthquakes and volcanic activity 

occurring in the sea

Subtotal 3,021 3,829 127% (Compared with F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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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종합력 향상연구도 NIED에서 수행하고 있다

(NIED, 2019). 일본의 주요 지진, 활성단층 및 지진해

일 관측인프라로는 F-net(광대역지진관측망), Hi-net(고

감도지진관측망)(Fig. 4), KiK-net/K-NET(강진관측망),

V-net(화산관측망), S-net(해저지진관측망), DONET 1

& 2 등이 있다. 특히 DONET 1은 해저 케이블로 연

결된 실시간 해저 관측 인프라로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매우 정밀하고 장기간의 해저 모니터링을 제공하

도록 설계되었으며 관측소의 밀도는 육지의 지진관측

소 네트워크와 비슷하고, DONET 2는 일본 난카이지

진대를 주변으로 확장되어 구축된 인프라로서 이후에

30개 이상의 관측소와 육상관측시설이 설치되었는데,

난카이해구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과 지진해일을 미

리 탐지하고자 한다(Kaneda, 2013 & 2007).

경제산업성 관할의 국립연구개발법인 산업기술총합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

ence and Technology, AIST) 내부에는 지질연구개발

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지질조사총합센터

(Geological Survey of Japan, GSJ) 기능을 두고 있다.

원래 AIST는 2001년 4월에 경제산업성 등의 15개 연

구소를 통합하여 출범한 것이다(AIST, 2020). AIST의

전체 예산은 1,085.1억엔(2017년 기준), 정규직 인원은

3,030명(2018년 기준)이며, 지질조사총합센터(GSJ) 분

야는 예산이 148.7억엔(2017년 기준), 인원은 671명(정

규직 314명과 비정규직 35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AIST, 2018a & 2016a). AIST의 제4기 중기목표에서

Table 1. Continued

Organization
FY 2019

Budget

FY 2020

Budget

Request

Major point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Nat’l Inst. of 

Advanced Industrial 

S&T

Included in 

operating expense 

subsidy

*Research on evaluation of active faults

*Evaluation of subduction zone 

earthquakes

*Research on seismic hazard assessment

Subtotal - - 0% (Compared with FY 2019)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Geospatial 

Information

Authority of Japan

1,395 1,386

*Basic geodetic benchmark surveys

*Surveys of crustal movement, etc.

*Surveys of geography related to hazard 

mitigation(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for nationwide active fault 

zones)

*Geography and crustal dynamics

1,062

274

28

21

(1,061)

(271)

(27)

(36)

Japan Meteorological 

Agency
2,615 2,376

*Seismograph networks, earthquake and 

tsunami monitoring system, etc.

*Continuous monitoring of seismic 

activity and crustal deformation, and 

evaluation of possibility of earthquake 

occurrence along the Nankai Trough

*Collection of data from related 

organization(unification)

*Plate coupling and rapid estimation of 

source parameters of tsunami 

earthquakes along the Nankai Trough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1,960

147

257

13

(2,143)

(209)

(255)

(8)

Japan Coast Guard 140 143

*Promotion of the seafloor geodetic 

observation, etc.

*Promotion of the seafloor geodetic 

monitoring observation, etc.

*Promotion of marine geodetic 

measurement

96

32

15

(95)

(31)

(15)

Subtotal 4,151 3,905 94% (Compared with FY 2019)

Total 7,203 7,761 108% (Compared with FY 2019)

Note) It is said that “temporary / special measures” will be considered in the budgeting process. Therefore, the amount related

to “temporary /special measures” is also excluded from the budget amount of the fiscal year 2019.

☆Source: https://www.jishin.go.jp/main/index-e.html (Headquarters for Earthquake Research Promotion,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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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자원분야 관련 주요내용으로는, 지질조사 국가센터

로서 지질정보 정비, 회복력있는 사회기반 구축에 기

여하는 지질평가, 지권자원·환경평가·기술개발, 지질정

보관리·사회이용의 촉진이며, 에너지환경으로는 신에너

지 도입 촉진기술개발, 에너지 고밀도 저장 기술개발,

에너지의 효율적 변환·이용 기술개발, 에너지 자원이용

기술개발, 환경 위험평가·저감 기술개발 등이다(MITI,

2019 & 2017).

AIST 지질자원부문의 중점 프로젝트는 지질영역 다

분야 공동사업으로서 광역해저지질·자원 잠재력 조사,

연안지역 지질·활성단층조사, 육상지질도 작성, 원자력

안전규제지원연구가 있고, AIST의 제4기 중기계획 전

략과제로는 활성단층·화산연구부문에서 지진·화산활동

지질정보 정비, 지진·화산활동 프로세스 이해, 평가·예

측기법개발과 장기적 지질변화의 평가·예측기법 개발 등

이 있다(MITI, 2019 & 2017). 지권자원환경연구부문은

연료자원/광물자원/토양오염/지하수자원·환경 정보정

비·평가기술개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평가와 지층처분

평가연구이고, 지질정보연구부문은 해역지질도사업, 대륙

붕조사사업, 지질·지반지도 사업과 위성사업 등이 있다.

지질도 작성 및 보유현황은 해륙 심리스 지질도, 1:5만

지질도폭, 1:20만 지질도폭, 1: 200만 지질편집도, 기타

1:100만 지질도, 1:7.5만 지질도폭, 1:50만 지질도폭, 1:50

만 활성구조도, 구조도(활성단층주제도), 해양지질도, 화

Fig. 4. NIED Hi-net automatic hypocenter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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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질도, 특수지질도, 수문환경도·수리지질도, 중력도

(부게이상도), 공중자기도(고분해능 공중자기이상도), 지

구화학도, 토양평가도, 지구물리도, 연료자원도, 지열자

원도, 광물자원도, 일본탄전도, 일본 유전·가스전도와

아시아지역 지구과학도 등이다(AIST, 2017 & 2016c).

AIST 활성단층·화산연구부문 활동은 활성단층평가,

판구조, 지진지하수, 해구형 지진이력, 지진재해예측, 화

산활동, 마그마활동, 대규모분화, 지질변화, 심부유체, 수

문지질연구이고, 지권자원환경연구부문 활동은 지하수,

광물자원, 연료자원지질, 지권미생물, 지권화학, 물리탐

사, CO2지중저장, 지권환경 리스크, 지권역학연구이다.

지질정보연구부문의 활동은 평야지질, 층서구조지질, 지

각암석, 심리스 지질정보, 정보지질, 원격탐사, 해양지

질, 지구변화사, 해양환경지질, 자원 판구조, 지구화학,

지구물리연구이며, 중점 프로젝트는 1:5만/1:20만 축척

의 지질도폭과 지질정보 구조화·계층화로 편리한 차세대

1:20만 일본 심리스 지질도폭 작성, 대륙붕 획정심사대

응, 연안도시의 지질재해경감 및 최신 종합지질조사,

금속광물과 에너지자원, 지구환경 등에의 위성원격탐사

연구, 해역의 지질·지구물리조사연구 및 해양지질도 작

성 등이다(AIST, 2018b, 2017, 2016b & 2016c).

국립연구개발법인 해양연구개발기구(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JAMSTEC)

는 문부과학성 산하기관으로서 312명의 연구원과 208

명의 엔지니어를 포함한 941명(2019년 기준)의 직원과

358억엔(2019년 기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JAMSTEC

은 미지영역에서의 새로운 지식 창출기술과 일본의 해

양자원대국 실현을 목표로 자원탐사에 기여할 유·무선

잠수정(AUV·ROV) 기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재·감재를 추진하는 복합 네크워크기술, 해양환경을

널리 장기간에 걸쳐 정밀하게 관측하는 기술, 통합 조

사·관측 시스템 기술과 일본의 해양과학 원천기술 실

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JAMSTEC, 2020).

JAMSTEC은 제4기 중장기목표에서 2019-2026 연구

개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MEXT, 2019a). 해양과학기술

에 관한 기초연구개발은 지구환경의 상황파악 및 변동

예측,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활용기여, 해역에서 발생하

는 지진 및 화산 활동, 수학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해양

지구 정보의 고도화 및 최적화, 도전적·창의적인 연구개

발과 첨단기반 기술개발을 설정하고 있다. 해양과학기

술핵심기관 형성부문에서는 관계기관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사회 환원 추진과 대형연구개발

기반의 공용 및 데이터 제공 등의 촉진을 설정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 제4기 중장기계획 세부연구개발(MEXT,

2019b)은 지구환경의 상황파악 및 변동예측연구개발로

는 관측에 의한 해양환경 변동의 파악과 관측기술개발,

북극환경 변화파악 및 해빙아래 관측기술개발, 지구표층

과 인간 활동과의 상호작용이해, 지구환경변화예측, 지구

환경변화와 인간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있다. 해양자원의 지속활용 기여 연구개발은 해양생물과

생물기능의 활용과 해저자원의 유효 이용이 있으며, 해

역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화산활동 연구개발로는 해역

관측에 의한 지진발생대 실태 규명, 지진·지진해일 발

생과정이해와 이의 예측, 화산과 지구변동요인으로 지구

내부활동 상황규명 및 변동예측이 있다. 수리과학적 방

법에 의한 해양지구정보 고도화 및 최적화 연구개발은

수치해석 및 그 검증 방법군의 연구개발, 수치해석결

과를 활용한 고도의 최적정보창출 연구개발, 정보창출

을 위한 최적 실행기반의 정비·운용이다. 도전적·창의

적인 연구개발과 첨단기반 기술개발은 미래 해양과학

기술 구축을 위한 도전적·독창적 기술개발, 해양조사

플랫폼에 관한 첨단기반 기술개발 및 운영, 해양조사

플랫폼 관련 기술개발, 대수심·대심도 시추기술개발, 해

양조사 플랫폼의 정비·운용 및 기술향상이 있다.

JAMSTEC은 주요연구시설 및 연구탐사선으로는 심

해잠수조사선 지원모선 요코스카 호(號)(Yokoska,

4,439톤급), 심해조사연구선 가이레이 호(號)(Kairei,

4,517톤급), 해양지구연구선 미라이 호(號)(Mirai, 8,706

톤급), 해저광역연구선 가이메이 호(號)(Kaimei, 5,747

톤급), 동북해양생태계조사연구선 신 아오마루 호(號

)(Shin-Aomaru, 1,635톤급), 학술연구선 하쿠오마루 호

(號)(Hakuhomaru, 3,991톤급), 유인잠수조사선 신카이

6500 호(號)(최대잠항심도 6,500m), 지구심부탐사선 지

큐 호(號)(Chi Kyu, 56,752톤급) 등을 갖추고 있다

(JAMSTEC, 2020).

2.3. 일본 주요 대학 지진 및 지진방재 연구소

도쿄대학 지진연구소(Earthquake Research Institute,

ERI)는 지진학에서부터 화산학, 지구물리학, 지구화학,

지질학, 측지학, 응용수학, 정보과학, 토목공학 및 지진

공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 전문가 80여명 (교수,

부교수 및 연구조교)이 참여하고 있으며, 50여명의 지

원인력, 30여명의 방문연구원, 70여명의 대학원생이 활

동하고 있다. ERI는 지구상의 다양한 현상과 지구의

지진/화산활동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러한 현상으

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연구조

직은 기초연구부문은 수리과학(8명), 지구계측(5명), 물

질과학(10명), 재해과학분야(8명)가 있고, 특정임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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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지진예측(29명), 화산분화예측(7명), 해양반구관

측, 고에너지-소립자지구물리(10명), 거대지진해일재해

예측(7명), 관측개발기반(쓰쿠바 지진관측소 등 19곳,

28명), 지진화산정보(17명), 지진화산분화예측연구 추진

(6명) 등이다. ERI가 완료했거나 현재 수행중인 주요

프로젝트는 도시취약점 발생 특별재해 경감연구, 도호

쿠(동북)지방 태평양연안 발생 지진·지진해일 조사관측,

수도권 직하 지진방재·감재 특별프로젝트, 이토이가와

–시즈오카구조선을 따른 단층대 중점조사관측, 일본 도

난카이·난카이 지진 등 조사, 차세대 지진측정 및 최

첨단 베이지안 통계융합에 의한 지능형 지진파동분석

등이다(ERI, 2020).

ERI가 참여하여 수립한 제2차 일본 지진화산관측연구

계획(2019~2024)은 지진·화산폭발 및 이들로 인한 재해

의 과학적 해명을 통해 재해경감으로 수립취지를 두고

있다. 세부목표로 지진학·화산학 중심의 이학, 공학, 인문

사회분야의 방재관련 연구자 연계, 지진·화산현상의 규

명과 예측의 고도화 추진과 그 성과를 활용한 지진·화산

폭발에 의한 재해경감으로 이어지는 연구를 추진하고,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융복합 종합연구를 설정하고 있

다. 제2차 연구계획기간의 주요연구주제로는 지진·화

산현상 규명분야에서는, 지진·화산현상에 관한 사료·고

고자료, 지질데이터 등의 수집·분석, 저주파 대규모 지

진·화산폭발현상의 규명, 지진 발생과정의 규명과 모델

링, 화산현상의 규명과 모델링, 지진발생 및 화산활동

중심장소의 규명과 모델링연구이다. 지진·화산폭발 예

측분야에서는 지진이나 화산현상의 과학적 이해를 바

탕으로 지진발생이나 화산폭발의 장기로부터 단기에 걸

친 예측연구, 관측 및 시뮬레이션에 의한 판경계 지진

예측 기법개발, 폭발사건 계통수에 물리·화학과정의 이

해를 도입한 화산분화 예측기법개발, 지진 발생의 새

로운 장기예측이다. 그리고 지진·화산폭발 재해유인 예

측연구에서는 재해유인의 사전예측방법 및 지진재해 리

스크 평가수법 고도화, 지진, 지진해일, 화산분출물의

즉각적인 예측방법의 고도화 등이다(HERP, 2019b).

교토대학 방재연구소(Disaster Prevention Research

Institute, DPRI)는 자연과학에서 인문·사회과학에 걸

친 재해와 방재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교육에 매

진하면서, 지구 규모 또는 지역특성이 강한 재해와 방

재에 관한 다양한 현안의 규명을 목표로 하는 기초연

구추진과 동시에 실제 사회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실용

연구 및 안전·안심사회 구축에 기여하고 지속가능 발

전에 기여할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중점연

구는 지역적 또는 글로벌 재해경감연구와 방재분야 종

합·실용연구 추진이다(DPRI, 2020).

DPRI의 구성인원은 교수 31명, 부교수 35명을 비롯

하여 총 269명(2019년 기준)이고, 학생은 박사과정 88

명을 비롯하여 245명이 관여하고 있다. 연간예산 수입

규모는 115억엔(2018년 기준)이다. 연구그룹은 종합방

재, 지진화산, 지반, 대기·물연구그룹으로 나뉜다. 그중

종합방재연구그룹의 사회방재연구부문에서는 도시공간

안전제어, 도시방재계획, 방재기술정책, 방재사회시스템,

지진리스크평가 고도화, 국제방재공동연구로 구성되고,

거대재해연구센터에서는 거대재해과정, 재해정보시스템,

재해리스크관리, 역사재해 사료해석, 지역재해연구, 국

제재해정보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지진·화산연구그룹은

지진재해연구부문에서는 강진동, 내진기초, 구조물 지

진피해로 구성되고, 지진방재연구부문에서는 내진 메카

니즘, 지진 판구조, 지진발생 메카니즘으로 구성된다.

지진예측연구센터에서는 지각활동, 해구형지진, 내륙지

진, 지진예지정보, 지구계측, 실시간 종합관측, 지구물

성연구로 구성되며, 화산활동연구센터에서는 화산분화

예측 및 화산 판구조로 구성된다. DPRI의 진행중인

대형프로젝트는 난카이 광역 지진방재연구, 동해 지

진·지진해일조사연구, 통합 기후모델 고도화연구프로그

램(통합위험 예측), 멕시코 연안의 거대지진·지진해일

재해경감 종합연구, 화산대책기술개발-실시간 화산재위

험평가기법개발, 녹색 인프라를 이용한 기후변화에 따

른 연안재해 경감평가기법 개발 등이다(DPRI, 2019).

2.4.기타 방재와 지진 관련 일본 정부기관의 역할

과 활동

일본 기상연구소(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MRI)는 기상청 산하 조직으로서, 예보, 기후, 태풍, 환

경·응용기상, 기상위상 관측시스템, 지진·지진해일, 화

산, 해양·지구화학 연구를 탐색하고 있으며, 연구직

146명을 포함하여 17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 예

산은 29억엔이며, 국토교통부 지원예산 25.9억엔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상연구소의 지진·지진해일·화

산관련 중점연구로는 긴급지진속보 예측기법 고도화,

지진활동·지각변동 감시, 대규모 분화시 화산현상의 즉

시 파악 및 예측기술, 지각변동관측에 의한 화산활동

평가·예측 고도화, 난카이해구 판경계부 고착상태 모

니터링과 지진해일 지진발생상황 즉시파악 연구 등이

다(MRI, 2018 & 2014). 기상연구소의 그간의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는 남극 상공의 오존량 현저한 감소 발

견 및 1984년 세계최초 오존구멍 발견 보고, 케이블

방식 해저지진계 개발 및 상용화 실현, 지상 GPS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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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망의 일기예보에의 이용으로 예보 정확성 개선 등이

다(MRI, 2019).

국토교통성 국토지리원(GeoSpatial Information

Authority of Japan, GSI)는 지진방재 등 관련조직으로

측지부, 지리공간정보부, 기본도정보부, 응용지리부, 측

지관측센터, 지리지각활동연구센터 등을 두고 있다. 국

토의 위치기준에 관한 업무 및 중력, 지자기 관련 업

무, 국토의 지도와 항공사진의 정비·갱신업무, 방재와

환경보존에 필요한 지리정보 정비, 전자기준점의 운용,

지각변동 감시 및 조류 파악, 지각변동, 우주측지 및

지리정보해석 기초연구를 전담하고 있다(GSI, 2018).

GSI의 방재·감재 관련 R&D 활동으로는 화산주변 등

에서도 지각변동 모니터링, 전국 활성단층대 정보정비,

AI 활용한 항공사진 등 지물정보의 자동 정밀 추출·분

류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GSI, 2019).

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Japan Coast Guard, JCG)은

해양조사업무로서 주관의 해도작성·갱신을 위해, 항만,

항로수심 등 측정, 해구 해저기준점 설치와 해저지각

변동관측, 해저화산 등 정기적 모니터링, 해저지형·해

저지질구조 등 조사, 지진해일 높이와 도달시간 등을

표시한 지진해일방재 정보지도 작성, 해양권익보전을

위한 해저지형조사·지각구조조사·영해기선 조사 등이

있다. 환경조사업무는 해상(조석, 해조류, 파랑 등) 관

측이나 환경조사(염분, 용존산소 등), 최고수면이나 최

저수면 높이결정, 조난자와 부유기름이 흘러가는 방향

예측 등이 있다(JCG, 2019 & 2017). 

총무성 소방청 소방대학 소방연구센터(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Fire and Disaster, NRIFD)은

지진·방재 관련조직 및 연구활동으로 지진화재연구 업

무로서는 지진 등의 대규모 자연재해시 소방활동 및

사전방재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원인조사업무는 특이

화재사안이나 각종 대규모 재해현지조사, 화재사례 DB

구축·분석이나 정보 제공, 연수사업 기술지원 등을 담

당하고 있다(NRIFD, 2019 & 2016).

3.일본 지진방재 관련 주요 우수활동과 성과

분석

일본 개별 기관들의 우수활동 측면은 첫째, 지진조

사연구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지진방재 대책의 강화, 특

히 지진 피해경감 지진조사연구의 추진, 총괄적인 지

진방재 예산의 조정기능이며, 산하의 정책위원회와 지

진조사위원회 등에 관·연·학·산을 망라한 최고의 전문

가를 참여시켜 국가종합기본시책 및 조사관측계획 수

립, 지진장기평가, 강진동평가, 고감도지진관측 데이터

처리방법개선, 지진활동예측 평가방법검토 등의 조사분

석평가와 정책개발 활동으로 여겨진다. 둘째, 방재과학

기술연구소, 산업기술총합연구소 지질조사총합센터, 해

양연구개발기구 등 국립연구개발법인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관측시설 및 관측망, 탐사조사선, 기타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한 공공성이 큰 국가위임기능 성격의 방

재과학 및 지질·지진관련 조사· 연구의 지속적인 수행

과 데이터 생산·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도쿄대

학 지진연구소, 교토대학 방재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하

는 기초연구와 국가정책 발굴, 신진인력 지속 양성 등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수활동은 우리나라 연구

전략 제언의 시사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지진방재 관련 우수성과는 첫째, 활성단층의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지속적인 평가라고 사료된다. 일

본은 컨트롤타워인 일본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 (HERP)

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기관간의 협조와 연계 등이 뚜

렷하다고 판단된다. HERP는 일본내 주요 활성단층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113개를 지정하고 있다. 기존

2019년 이전의 97개 지정 활성단층 이외에 규슈지역,

간토지역, 츄부지역의 활성단층 중 기존 지정 활성단

층 규모 정도로 활동하는 16개 단층을 새로이 추가 활

성단층으로 지정하였다. 일본내 주요활성단층 선정기준

은 확실도, 활동도, 단층대를 따라 일어난 지진 길이

등 3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먼저 확실도 기준은 1~3

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1단계는 전문가가 거의 확실하

게 인정할 지형적 특성을 보여주는 정도인데, 1 또는

2단계 수준이어야 주요 활성단층 요건에 속한다. 그리

고 단층의 과거 활동도가 B급 이상이어야 주요활성단

층의 분류에 속하게 된다. A급은 1,000년에 1m, B급

은 1,000년에 0.1m 정도의 변형을 보여준다. 마지막으

로 활성단층에서 발생하는 지표 파열의 길이가 20km

이상이어야 하는데, 길이 20km 이상의 지표파열단층

이라면 지진규모 7.0이상이 발생가능하다. HERP는 주

요 활성단층의 장기평가, 활성단층의 지역평가, 해구형

지진 장기평가 등을 주기적으로 추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HERP, 2020b & 2020c)(Fig. 2).

두 번째 일본의 우수활동으로는 해구형 지진과 활성

단층의 장기평가, 일본전국 지진동예측도의 작성·공개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HERP는 이러한 주요해구형 지

진과 활성단층 조사·관측·연구에서 얻어진 결과 등을

관련기관간 협력을 거쳐 지진조사위원회에서 지진장기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였으며, 이런 결과를 통

합하여 ‘일본 전국지진동예측지도’를 작성하여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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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왔다(HERP, 2019a).

세 번째 지진방재 관련 일본의 주요 우수활동으로는

기반관측망의 구축과 정비라고 사료된다. 육상을 중심

으로 고감도 지진관측망 및 GNSS 관측망 등은 조밀

하고 균질한 기반관측망이 전국에 정비되어 그 관측

데이터의 광범위한 공유·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

한 기반관측망에서 얻어진 지진관측 데이터 등은 문부

과학성 및 기상청의 협력아래에 일원적으로 수집·처리

되고 HERP 지진조사위원회의 지진활동의 평가 등에

제공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육상과 해양까지를 망라

하는 고감도지진관측망(Hi-net), 전국강진관측망(K-NET,

기반강진관측망(KiK-net), 광대역지진관측망(F-net), 16

개화산관측망(V-net), 일본해구해저지진·지진해일관측

망(S-net), 지진·지진해일관측시스템((DONET)을 통합

하는 ‘육상해양통합지진해일화산관측망(Monitoring of

Waves on Land and Seafloor, MOWLAS)’의 본격적

인 통합작업이 추진되어 2,100여개소의 관측 지점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과 동시에, 육지의 GNSS관측

망(GEONET)은 1,300여개소의 관측 지점이 안정적으

로 운용되고 있다(HERP, 2019a)(NIED, 2020b).

네 번째 지진방재 관련 일본의 주요 우수활동으로는

긴급 지진속보 실시 및 고도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부터 특정 이용자를 위한 우선적으로 제공하였

고, 2007년부터는 일반용 제공을 시작하였다(HERP,

2019a). 이후 동시다발 지진과 거대지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도입과 기반강진관측망(KiK-net)이

나 지진·지진해일 관측감시시스템(DONET) 등의 관련

기관 관측망의 데이터를 새로 포함하여 긴급 지진속보

신속화와 고정밀화를 도모하였다고 사료된다.

다섯째의 일본의 지진방재 관련 주요 우수활동은 지

진해일 즉시예측기술 확보라고 여겨진다. 일본해역의

지진·지진해일관측망은 관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진해

일 파동기원을 추정하고, 해안의 지진해일을 즉시 예측

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지진해일 경보 등의 업데이트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DONET을 이용한 지진해일 즉시

예측 시스템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HERP, 2019a).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지진을 비롯한 화산 등의

지질재해의 발생빈도가 잦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때

문에 좀더 활동적인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를 중심으로

관·연·학·산의 익숙한 연계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 예를 들어, 지진해일의 위험은 일본의 경우에는

열도 전역의 해안선을 걸쳐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높은

해일이 닥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지질환경은 일

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덜 활동적인 특성이

기에, 일본과 같은 대규모, 전국적인 대응보다는 최소

의 자원으로 최대의 가동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지질환경에 적합한 대응방안과 거버넌스가 바람직한 것

이다. 다만, 일본 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 등의 발생

시의 정보 공유를 위해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고, 우리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예

측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더 필요할 것이다.

4.우리나라 지진방재 거버넌스 및 관련 활동

고찰

우리나라 지진관련 예산은 5,029억원(2018 예산기준)

으로서, 2017년 이후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과 지진조

기경보체계 구축, 내진보강 등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고(MOEF, 2017),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

제등을위한특별법(법률 제16860호로 제정, 2019)’에 따

라, 향후 지진관련 대비 및 복구 등의 예산 증액 및

인프라 확충이 안정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정부부처는

지진을 대비한 재난안전 연구개발을 위해 한국형 지진

재난 피해추정기법 개발 및 지진재난 피해영향 분석

및 복구지원 기반기술 개발과 대응/복구 절차별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및 시설물 긴급보강 기술 개

발을 추진하고자 한다(MOIS, 2020).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진 발생 시, 지진 조사·대처

관련 다양한 연구분야와 연구기관의 산발적 참여로 국

가차원의 통합적 협력 조정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는 대부분 연구개발목적의 국책

전문연구기관의 전문분야별 역량을 체계적으로 동원하

여 활용할 수 있는 필수체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

를 기대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지진관련 분야와

기관들을 현재보다는 폭넓고 정교하게 일관되게 연계

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재난및안

전관리기본법(법률 제16301호로 개정, 2019) 제3조제5

호 등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

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 정하

여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주관으로 수행’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진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15460

호로 개정, 2019) 제3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지진·화산재해의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국

제적 공조, 지진·화산재해와 관련된 기술과 정보의 공

유,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

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

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국책전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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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지진·지

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관련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해서는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기상청 고시 제201901호로 개정, 2019)’에 따

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에 참

여하는 기관은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

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12개 기관으로 정해져 있다. 그

러나 과학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를 포함한

69개 연구개발목적 국책전문연구기관과 많은 대학 등

에서 관련 연구개발 등이 가능하다. 지질·지진과학 중

심의 지진관련 리질리언스 관련 분야를 감안할 때, 사

회학, 지역학, 심리학 등의 인문사회분야 전문기관의

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15460호로 개

정, 2019) 제9조의2에 따르면,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

립 및 추진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관하며, 국무총리

가 위원장이 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위원으로는 전반적인 재해관련 중앙행

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이 참여한다. 다

만, 지진방재 등에 특화된 재해 발생시 대응에는 한계

가 있고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지진

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15460호로 개정, 2019) 제 12

조에서는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활용 등에 대해 근

거를 담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에서는 지질·지반조사

자료축적·관리, 제23조에서는 단층조사·연구 및 활성

단층 지도 작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진

위험지도 작성의 정확도 품질과 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중요하나 국책전문연구기관의

역할이 다소 제한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재난및안전

관리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0050호로 개정, 2019)

제22조에서는 지진·화산재해 경감연구 및 기술개발 등

을 수행하는 101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을 정하고 있

다. 여기에는 지진·화산재해 그 본질을 연구개발하는

국책전문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연구협력 등은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정책대안

일본 정부, 국립연구개발법인, 주요대학 등의 기관별

역할과 임무분석 등에 따르면, 지진방재·대응연구와 지

진조사분석평가 측면 등에서 우리나라 보다 활동적인

일본의 시스템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도 지질·지진과학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지질·지진

조사분석평가와 정책개발 활동을 강화하고, 국책연구소

를 통한 지속·안정적인 대규모 관측시설 및 관측망 확

충, 탐사조사선 운영, 기타 인프라 구축운영, 지진관련

조사· 연구와 데이터 생산·확산, 기초연구지원 전담기

관에 의한 거점대학·부설연구센터 등에 의한 지질·지진

과학 기초연구와 신진인력 양성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률제16301호로

개정)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15460호로 개정),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기

상청 고시 제201901호로 개정) 등에 따라, 지진관련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재해경감과 방재조치 등의 관련

컨트롤타워, 관련 책임기관과 협의회 참여기관 등을 구

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질자원분야 중심의

지진관련 리질리언스와 이의 연구개념은 정립되어 있

지 않다고 사료된다. 이에 국내 여건과 R&D 역량 등

을 감안한 획기적인 우리나라 지진관련 지질자원 리질

리언스((지오-리질리언스, Geo-Resilience) 연구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Fig. 5). 지질·지진과학 중심의 지오-

리질리언스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조사·분석-평가-시뮬

레이션-복원-예측 등을 포함하였으나, 이제는 지질·지

진과학의 연구에 새로운 도구로서 갈등해소를 위한 인

문사회적인 측면을 추가하고 ICT에 의한 빅데이터 활

용기술을 접목하여, 지질·지진재해와 이의 복구를 물질

적 측면 뿐만 아니라, 물질이외의 요소까지도 감안하자

는 것이다. 물질적 회복과 더불어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지질과학에 대한 과학적 신뢰도 제고와 공감대 회복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간헐적, 부수적, 단편적 관점에

불과했던 그간의 개별 지오-리질리언스 연구를 연계하고

묶어서 (가칭) 지오-리질리언스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국가

대형연구개발사업을 발굴과 추진이 방향이라고 여겨진

다. 인문사회 분야와의 연계는 사회학, 지역학, 심리학

등의 인문사회분야의 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

선 시범적으로 동남권 대학의 사회학, 지역학, 심리학

분야 등이 중심이 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ICT 분

야와 융합연구는 전적으로 분야 이해도가 큰 지질·지

진과학 분야가 중심이 되어서 ICT 분야연구자를 활용

하는 협업형태이어야 하며, 반대로, ICT 전문가가 주

도하고 지질·지진과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향은 실질

적으로 지질·지진과학 분야에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오-리질리언스 연구 개념은 기존의 연

구성과에 의한 국가·사회문제해결과 지질자원기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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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위주의 해결책에만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

질자원기술의 인문사회분야와의 융합에 의한 지진재해

복원능력을 향상하고자 한다. 지오-리질리언스의 범위

로는 국가 중장기 지오-리질리언스 추진 로드맵 수립,

지진예측기술 연구개발, 지진재해 예측 및 경감기술 연

구개발, ICT 융합기술개발, Geo-사이버물리시스템 구

현, 지구모방기술 연구개발 등의 연구개발과 지진발생

지역사회의 물리적, 심리적 치유관련 지속적·안정적인

지질자원관점 연구개발 활동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지오데이터와 이의 연구결과에 대한 지역사

회의 신뢰도 제고와 관련 연구개발 성과확산, 지역수

요기반 연구활동의 활성화, 지오-리질리언스 분야 차세대

인력양성 집중과 관련 인프라 확충, 선진기관과의 지

오-리질리언스 분야 국제협력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16301호로 개정) 등에

서 명시한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활용, 국토지질·지

반조사 자료축적·관리, 단층조사·연구 및 활성단층지도

작성 등은 빅데이터 구축과 처리 등을 위해서는 생산

된 지오데이터와 지도의 정확도 품질과 수준이 중요하

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ICT와 융합한 지질자원

신기술개발 등이 중요하며, 국가위임기능을 수행중인

국책전문연구기관으로의 관련 연구예산의 직접출연을

통한 지속·안정적·자율적인 국토 지질조사 역량활용,

전문인력의 신속한 참여활용과 차세대 인력양성이 가

능하여야 할 것이다. 국책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지진과

지오-리질리언스 관련 학술활동과 연구결과의 자유로

운 공개로 지진연구와 지오-리질리언스 성과확산 확대

도 필요하고, 국책전문연구기관의 GDR(Geo-Data

Repository)에 의해서 축적된 지적재산을 적극 활용하

려는 시스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결

론적으로 연구·조사 활동이 용이하고 학술활동 등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보장된 국책전문연구기관에

권한과 기능을 전담시키며, 필요시 대학과 산업체와의

협업 및 융합연구개발이 되도록 R&D 예산을 직접 출

연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재보다 효율적인 지진관련

우리나라 거버넌스를 구축·가동하려면, 국가사회문제해

결의 주체인 국책전문연구기관은 독자적으로 국토 단

층·지진 통합적 조사·관측·분석능력을 한층 더 제고하

Fig. 5. Earthquake Geo-resilience R&D Strategy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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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활성단층조사, 지진·단층 정밀관측 및 평가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지질·지진과학 중심의 지진관련 방재 거버

넌스 방향은 전문성을 감안한 기관간 역할분담 등에

중점으로 두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구축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첫째, 인접국과 비교되는 지진 발생빈도

와 규모, 국토지질 특성, 일부지역에 집중된 발생 특성,

관련기술개발 수준과 인프라 여건을 감안하여야 할 것

이다. 즉, 중장기적으로 현재 여건의 방재부문 및 관련

조사연구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상당수 국책전문연구기관(출

연연구기관)의 역할 확대와 이의 활용을 강화하여야 한

다. 둘째, 아울러 정부부처에 의한 행정감독 중심에서

국책전문연구기관의 기술능력 중심이 되도록, 지진관련

조사연구와 방재 기술개발 R&D 확충과 관련 기능을

순차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규모면에서는

현재보다는 참여기관과 참여 전문분야를 확대하여

R&D 기술별 국책전문연구기관이 대부분 참여토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ICT의 발전에 의한 글로벌 제4차

산업혁명 도래로, 전분야에 걸쳐 이종기술간 융합연구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에, 국책전문연구기관의 전문분야

별 역량을 체계적으로 동원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적정

한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정부는 컨

트롤타워의 최상위기능과 긴급 의사결정에만 치중하고

국책전문연구기관은 해당분야 재해발생 예측기술개발

과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등의 획기적인 미래유망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진발생 시, 지

질자원 전문기관은 지진·복합지구물리 관측·탐지, 지

질·지반 현장조사 및 관측/시뮬레이션 기반 지진정밀

분석, 지질·지반연계 지진피해 평가 등을 수행하며, 건

설기술 전문기관 등 여러 출연(연)이 전문분야에서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상호보완적 조사와 분석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활동 관측기관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를 확충하

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12개 기관이 참여

중이나 과학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를 포함

한 69개의 연구개발목적의 국책전문연구기관 등의 기

술분야 적용 및 ICT 융합기술 연구개발 역량 등을 감

안하면 참여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지진 등에 특화된 재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해, 컨트롤

타워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지진·화산연구분야 국가

위임기능을 수행중인 국책전문연구기관의 직접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당수 국책전문연

구기관과 대학 지진재해 관련학과의 역량을 활용할 새

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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