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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arameters for the December 13 1996 ML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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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 1996년 12월 13일 강원도 영월군 지역에서 국지규모(ML) 4.5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진앙은 37.2545°N, 128.7277°E이

며, 지체구조구상 옥천습곡대에 해당한다. 지진자료의 필터링 대역에 따라 파형역산을 수행하였는데, 0.02∼0.2 Hz 필터링 대역을 적용할 

경우 진원 깊이는 6 km, 지진모멘트는 1.3×1016 N⋅m로 추정되었다. 이 지진모멘트는 모멘트규모(MW) 4.7에 해당한다. 파형역산과 P파

의 초동 극성 분석을 통한 영월 지진의 발진기구는 역단층 성분을 포함한 주향이동단층 특성을 보이며, 주응력 방향은 동북동-서남서 

방향이다.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추정된 모멘트규모는 4.8이며, 이는 파형역산에 의해 추정된 모멘트규모와 비슷하다. 평균 응력강하는 

14.3 MPa로 추정되었다.

주요어 영월, 지진원 상수, 파형역산, 발진기구, 스펙트럼

ABSTRACT >> On December 13, 1996, an earthquake with local magnitude (ML) 4.5 occurred in the Yeongwol area of South 
Korea. The epicenter was 37.2545°N and 128.7277°E, which is located inside the Okcheon Fold Belt. The waveform inver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estimate source parameters of the event according to the filtering bandwidth of seismic data. Using 
0.02∼0.2 Hz filtering bandwidth, focal depth and seismic moment were estimated to be 6 km and 1.3×1016 N⋅m, respectively. 
This seismic moment corresponds to the moment magnitude (MW) 4.7. The focal mechanism by the waveform inversion and P 
wave first motion polarity analysis is a strike slip faulting including a small thrust component, and the direction of P-axis is 
ENE-WSW. The moment magnitude estimated by spectral analysis was 4.8, which is similar to that estimated by waveform 
inversion. Average stress drop was estimated to be 14.3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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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6년 12월 13일 13시 10분경 강원도 영월군 동쪽 약 

20 km 지역에서 국지규모(ML) 4.5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기상청은 이 지진의 진앙이 내륙이고 진원의 깊이가 깊지 

않아, 제주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 진동을 느꼈으며, 규

모에 비해 지진의 감지 범위가 넓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지

진은 1978년 10월 7일 ML 5.0의 홍성 지진 이후 남한 내륙

지방에서 처음 발생한 중규모 지진으로서 발생 이후 상당 

기간 여진활동이 지속되었으며, ML 2.5 이상의 여진이 5회 

관측되었다.

그림 1은 기상청이 본격적으로 지진관측망을 구성하여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78년부터 2009년 5월까지 한반

도 및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지체구조구상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옥천습곡대에 해

당한다. 옥천습곡대는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경기육괴와 영

남육괴 사이에, 북동부의 해안에서부터 남서부의 해안까지 

연장 발달하고 있다. 20세기 들어 옥천습곡대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은 속리산 지진(1978년 9월 16일, ML 5.2)으

로서 영월 지진으로부터 남서 방향으로 약 100 km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2006년에 제안된 1차원 지각속도구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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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NCN 지진관측소에 기록된 영월 지진의 삼성분 속도파형. 진

폭의 단위는 m/sec이다.

<그림 1> 1978년부터 2009년 5월까지 한반도 및 인근 해역에서 발생

한 지진의 진앙(회색 원)과 영월 지진의 진앙(별). 점선은 지

체구조구 경계(I: 함북습곡대, II: 길주-명천분지, III: 낭림육

괴, IV: 평안육괴, V: 경기융괴, VI: 옥천습곡대, VII: 영남

육괴, VIII: 경상분지, IX: 연일분지, X: 제주화산대)를 나타

내며, 삼각형은 INCN(인천) 지진관측소이다.

델
(1)
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영월 지진의 위치, 발진기구, 

모멘트규모 등과 같은 지진원 상수를 추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지진의 위치

기상청은 영월 지진의 진앙 위치를 37.20°N, 128.80°E

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37.2518°N, 128.7113°E로 발표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Chang and Baag(1) 모델을 지각속

도구조 모델로 사용하여 영월 지진의 진앙 위치를 재결정하

였다. 이 모델은 광대역 지진파형과 경로시간을 함께 분석

하여 구한 1차원 지각속도구조 모델이다. 각 지진자료의 P

파 초동시간을 선택하기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디지

털 지진자료 9개와 GSN(Global Seismographic Network)

의 디지털 지진자료 1개를 사용하였다. 또한 기상청 아날로

그 지진자료 5개에 대해서는 Song(2)
에 제시된 P파 초동시

간을 사용하였다. HYPOINVERSE-2000(3)
을 이용하여 계

산한 결과, 영월 지진의 진앙은 37.2545°N, 128.7277°E로 한

국지질자원연구원이 발표한 진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진원 

깊이는 8.5 km로 추정되었으나, 2.2절에서 파형역산

(Waveform Inversion)을 통해 재결정하였다.

2.2 발진기구

2.1절에서 결정한 본진의 진앙을 고정하여 발진기구를 계

산하였다. 일반적으로 발진기구 계산은 저주파수 영역을 이

용하기 때문에 장주기나 광대역 지진자료가 필요하다. 영월 

지진을 기록한 기상청의 지진자료는 아날로그 지진자료이

므로 파형역산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자료는 디지털 지진자료이지만, 단주기 지진자료이고 

포화되어(Saturated) 파형역산을 적용할 수 없다. 다행히 

GSN의 INCN(인천) 지진관측소에서 파형역산에 사용 가능

한 디지털 지진자료를 취득할 수 있었다(그림 2). 관련 지진

자료는 IRIS(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ions for Seismo-

logy) 홈페이지(http://www.iris.edu)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파형역산을 위해 사용된 지각속도구조 모델은 지진의 진

앙을 결정할 때 사용된 Chang and Baag(1) 모델을 사용하였

으며, S파의 지각속도구조 모델을 위해 포아송비(Poisson's 

Ratio)는 1.78을 사용하였다. 파형역산에 포함되는 지각속

도구조 모델의 QS는 Kim et al.(4)
에 의해 제시된 결과를 바

탕으로 380으로 설정하였으나, 장주기 신호의 파형 모델링

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광대역 속도 지진자료는 계기

보정을 실시한 후 적분하여 변위기록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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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필터링 대역에 따른 영월 지진의 발진기구. 상단은 왼쪽부터 

0.02∼0.05, 0.02∼0.1, 0.02∼0.2 Hz, 하단은 왼쪽부터 

0.05∼0.1, 0.05∼0.2, 0.1∼0.2 Hz의 필터링 대역이 

적용되었다. 작은 검은 원과 흰 원은 각각 P축과 T축을 나

타낸다.

<표 1> 적용한 필터링 대역에 따른 Variation Reduction, 진원 깊이 및 모멘트규모

필터링 대역 (Hz) Variance Reduction (%) 진원 깊이 (km) 모멘트규모 (MW)

0.02∼0.05 84 16 4.9

0.02∼0.1 91 7 4.7

0.02∼0.2 88 6 4.7

0.05∼0.1 98 5 4.7

0.05∼0.2 91 4 4.6

0.1∼0.2 91 3 4.6

<그림 3> 최대 진폭으로 정규화하여 비교한 관측 지진파형(실선)과 합

성 지진파형(점선). 파형의 왼쪽 상단 숫자는 적용한 필터링 

대역이며, 단위는 Hz이다. 파형의 오른쪽 하단 숫자는 관측 

지진파형(위)과 합성 지진파형(아래)의 최대진폭을 의미하며, 

진폭의 단위는 10-5 m이다.

이상적으로는 단일 지진관측소 지진자료만으로도 발진기

구와 진원 깊이를 계산하는데 충분하지만
(5), 실제로는 파형

역산에 입력되는 파라미터의 불확실성, 지진자료에 포함된 

잡음 등의 영향으로 두 곳 이상에서 기록된 지진자료가 필

요하다. Kim and Kraeva(6)
는 이 연구와 같은 단일 지진관

측소의 지진자료를 이용하여 지각속도구조 모델이 영월 지

진의 발진기구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적용되는 필터링 대역(Filtering Bandwidth)

이 발진기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적용한 

필터링 대역은 6개(0.02∼0.05, 0.02∼0.1, 0.02∼0.2, 

0.05∼0.1, 0.05∼0.2, 0.1∼0.2 Hz)이다.

Green 함수 계산을 위해 Bouchon(7)
이 제안한 주파수-파

수법을 적용하였다. 지진은 단층작용에 의해 발생하므로, 순

수한 Deviatoric 성분의 지진원으로 간주하여 장주기 신호

의 파형을 모델링하였고, 파형역산을 위해 지진관측소 파형

의 상대적인 시간 이동(Time Shift)을 허용하였다.(8)

그림 3은 적용한 필터링 대역에 따른 관측 지진파형과 합

성 지진파형을 최대진폭으로 정규화하여 비교한 것이다. 파

형의 왼쪽 상단 숫자는 적용한 필터링 대역이며, 단위는 Hz

이다. 파형의 오른쪽 하단 숫자는 관측 지진파형(위)과 합성 

지진파형(아래)의 최대진폭을 의미하며, 단위는 10-5 m이다. 

전체적으로 관측 지진파형과 합성 지진파형은 잘 일치한다. 

표 1은 적용한 필터링 대역에 따른 Variation Reduction

(), 진원 깊이 및 모멘트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은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1)

여기에서 는 관측 지진파형, 는 합성 지진파형을 나

타낸다.

그림 4는 적용한 필터링 대역에 따른 영월 지진의 발진기

구를 도시한 것이다. 대부분의 주응력 방향은 동북동-서남

서 방향이다. 한반도 및 주변에서 단층작용을 일으키는 주

응력 방향은 같은 판내 지역인 북동부 중국 지역의 주응력 

방향과 매우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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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진원의 깊이 변화에 따른 상관계수(상단)와 시간 이동 범위에 

따른 상관계수(하단) 그래프(0.02∼0.2 Hz 필터링 대역 적

용). 각 위치별 발진기구가 도시되어 있다.

Kubo et al.(5)
에 따르면 규모 3.5 이상 5 미만, 거리가 50 

km 이상일 경우, 0.02∼0.05 Hz 필터링 대역을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는데, 이는 경험적으로 제시된 값이다. 국내 지진의 

경우, 이 규모 범위 내에서도 규모가 작으면 0.05∼0.1 Hz
이 적당하고, 규모가 크면 0.02∼0.05 Hz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괄적으로 정하기에는 연구결과가 부족하다. 다

수의 지진관측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낮은 필터링 대역

(0.02∼0.05 Hz)을 사용하거나 높은 필터링 대역(0.05∼
0.1 Hz)을 사용해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상적으로는 

단일 지진관측소의 경우, 3개 성분(동서, 남북, 상하)의 자료

만으로도 지진의 깊이, 발진기구, 모멘트규모 등과 같은 지

진원 상수를 모두 구할 수 있으나, 잡음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관측 지진파형

과 합성 지진파형의 일치도인 만으로 최적의 발진기구

를 선택하지 않았다.

0.02 Hz에 가까운 대역을 포함한 파형에 의한 발진기구

는 약간의 역단층 성분이 가미된 주향이동단층 특성을 보이

며, 0.2 Hz에 가까운 대역을 포함한 파형에 의한 발진기구

는 역단층 성분이 더욱 가미된 주향이동단층이나 역단층 특

성을 보여준다. 0.02∼0.2 Hz 필터링 대역의 발진기구는 이 

둘이 적절하게 혼합된 것처럼 보인다. 우선 , 진원 깊이 

그리고 모멘트규모를 고려하여 0.02∼0.05 Hz 필터링 대역

의 발진기구를 제외하였으며(표 1 참조), P파 극성을 이용

한 발진기구의 선험 정보(그림 7 참조)를 고려하여 0.05∼
0.1 Hz 필터링 대역의 발진기구를 제외하였다. 0.02∼0.1 
Hz 필터링 대역의 발진기구를 보면, 0.02∼0.05 Hz 필터링 

대역의 발진기구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 0.02∼0.05 Hz 

필터링 대역이 발진기구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인다. 그러나 0.02∼0.2 Hz와 0.05∼0.2 Hz 필터링 대역

과 같이 0.1∼0.2 Hz 필터링 대역이 같이 고려되면 발진기

구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영월 지진의 

발진기구 계산에는 저주파수 필터링 대역(0.02∼0.1 Hz)뿐
만 아니라 고주파수 필터링 대역(0.1∼0.2 Hz)을 모두 고려

해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넓은 필터링 대역을 고려

하면서도 이 작지 않고, P파 극성에 의한 발진기구의 선

험 정보도 수용할 수 있으며, 2.3절의 스펙트럼 분석에 의한 

모멘트규모와 비슷하고, 2.1절에서 재결정된 진원 깊이와 

상충하지 않는 0.02∼0.2 Hz 필터링 대역에 의한 발진기구

를 영월 지진의 발진기구로 선택하였다.

표 1에서 0.02∼0.05 Hz 필터링 대역의 모멘트규모(MW)
는 4.9, 0.05∼0.2 Hz와 0.1∼0.2 Hz 필터링 대역인 경우 

4.6으로 추정되었고, 나머지 필터링 대역인 경우 4.7로 추정

되었다. 0.02 Hz에 가까운 대역을 포함한 파형에 의한 모멘

트규모는 크게 추정되며, 0.2 Hz에 가까운 대역을 포함한 

파형에 의한 모멘트규모는 작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속도 기록을 적분하여 변위 기록으로 변환할 때 생기

는 잡음의 영향이 저주파수 대역에서 커지는 현상과 무관하

지 않다. 기상청은 2007년 1월 20일에 발생한 오대산 지진

의 국지규모를 4.8로 발표하였으나, Jo and Baag(10)
에 의한 

모멘트규모 4.5, Kim et al.(11)
에 의한 모멘트규모 4.6보다 

크게 추정되었다. 반면 기상청은 영월 지진에 대한 국지규

모를 4.5로 발표하였으나, 이 연구에서의 모멘트규모는 

4.6~4.9로, 국지규모보다 크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과거와 현재 기상청의 지진규모 산정에 대한 일관성

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1에서 0.02∼0.05 Hz 필터링 대역에 의한 진원의 깊

이는 16 km이며, 나머지 경우는 3~7 km의 깊이를 보인다. 

앞서 기상청이 밝힌 것처럼 영월 지진의 진원 깊이가 깊지 

않다고 하였고, 2.1절에서 재결정된 지진의 깊이가 8.5 km

이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보(Chi et al.(12))에도 영월 

지진의 깊이를 7.68 km로 발표한 것을 고려한다면, 3~7 km

로 추정된 깊이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5의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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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파의 초동 극성을 이용한 영월 지진의 발진기구. 팔각형은 

초동 극성이 +이며, 삼각형은 초동 극성이 -를 나타낸다.

<그림 6> 지진관측소별 P파의 초동 극성. 삼각형은 초동 극성이 +이며, 

역삼각형은 초동 극성이 -를 나타낸다. 별은 영월 지진의 진

앙이다.

그림은 필터링 대역을 0.02∼0.2 Hz로 적용했을 경우 깊이

에 대한 상관계수를 도시한 것이다. 지진의 깊이를 1 km부

터 20 km까지 1 km씩 증가시키면서 총 20개 깊이에 대한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지진의 깊이가 1 km부터 6 km까지 

깊어질수록 상관계수가 점점 증가하다가, 6 km 이후부터는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영월 지진의 최

종 깊이를 6 km로 결정하였다. 그림 5의 하단 그림은 필터

링 대역을 0.02∼0.2 Hz로 적용했을 경우 허용된 시간 이

동 범위에 따른 상관계수를 도시한 것이다. 허용된 시간 이

동 범위는 -6초부터 6초까지 설정하였다. 가장 큰 상관계수

를 갖는 시간 이동은 -1.65초이며, 이는 적용된 필터링 대역

에서 지각속도구조모델이 실제 지각속도구조보다 약간 느

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형역산 외에 별도로 P파의 초동 극성을 이용하여 영월 

지진의 발진기구를 분석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

자료나 INCN 지진관측소의 지진자료는 디지털 자료로 육

안으로 초동의 극성 판단이 가능하지만, 기상청 지진자료의 

경우 아날로그 자료이고 초동의 극성을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기상청과 KSRS(Korea Seismic Research 

Station)의 지진자료에 대해서는 Baag et al.(13)
의 초동 극성

을 참고하였으며(그림 6), 지각속도구조 모델은 Chang and 

Baag(1)
을 사용하였다. Baag et al.(13)

에서 ULSN을 기상청

에서 운영하는 울산 지진관측소라고 하였으나, 당시 기상청

은 울진 지진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논문의 그림

에서도 ULSN의 위치를 울산이 아닌 울진 인근에 도시하고 

있다. 영월 지진의 발진기구를 추정하기 위해 FOCMEC
(14)

을 이용하였으며, 주향, 경사, 면선각을 각각 5°씩 증가시

키면서 계산하였다. P파의 초동에 대한 오류를 1개까지 허

용한 후 계산한 결과 다수의 단층해(~6개)를 얻었으며, 이

를 그림 7에 도시하였다. 파형역산에 의한 발진기구와 비교

해보면, 0.2 Hz에 가까운 대역의 파형을 포함한 발진기구와 

비슷하며, 역단층 성분을 포함한 주향이동단층 특성을 보여

준다. 주응력 방향은 파형역산에 의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주로 동북동-서남서 방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스펙트럼 분석

변위진폭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영월 지진의 모멘트규모

를 재계산하였다. 변위진폭스펙트럼은 진원, 비탄성 감쇄, 

기하학적 감쇄, 지진계 전달함수 그리고 부지효과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변위진폭스펙트럼 분석을 위해 3성분 합성

스펙트럼을 사용하였는데, 3성분 합성스펙트럼은 각 성분별 

지진자료를 주파수 영역에서 벡터적으로 합성한 스펙트럼

으로, 단일 성분에서 나타나는 벡터 분할비를 제거하고 스

펙트럼의 형상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15). 비탄성 감쇄와 

기하학적 감쇄에는 파형역산 때와 마찬가지로 Kim et al.(4)

에서 제시한 값을 적용하였다. 부지효과는 별도 연구결과가 

없기 때문에 1로 고정하였다.

영월 지진의 스펙트럼 분석을 위해 INCN 지진자료를 이

용하였다.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한 S파 도달시간 2초 전부

터 이후 약 200초 구간을 변위진폭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한 

시간창(Time Window)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구간은 S파 

계열의 파열들이 함께 공존하는 충분한 길이이다. 모멘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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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영월 지진의 INCN 지진관측소 파형자료에 대한 변위진폭스

펙트럼(회색 실선)과 변위진폭모델스펙트럼(검은색 실선)의 

비교. 각 스펙트럼 상에 기재된 주파수는 변위진폭모델스펙트

럼 계산시 저주파수 시작점이다.

모와 모서리주파수(Corner Frequency)를 결정하기 위해서 

격자탐색법(Grid Search Method)(Choi et al.(16))을 이용하

였다. 격자탐색법은 국지 최소값(Local Minimum)에 빠질 

염려없이 전체 구간에서 오차가 최소로 되는 전체 최소값

(Global Minimum)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격자탐색

법 적용을 위해 모멘트규모는 3부터 6까지 구간에서 0.1 간

격을 사용하였고, 모서리주파수는 0.1 Hz부터 10 Hz의 구

간에서 0.1 Hz의 간격을 사용하였다. 탐색해야할 총 격자의 

수는 3100개(31×100)이다.

그림 8은 INCN 지진관측소에 기록된 영월 지진의 스펙

트럼 분석 결과이다. 일반적으로는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모

멘트규모를 계산할 때는 다수의 지진관측소에 대한 모멘트

규모를 구한 후 이를 평균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단일 지진

관측소 지진자료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INCN 지진관측소에

서 구한 모멘트규모를 영월 지진의 모멘트규모로 선정하였

다. 2.2절의 필터링 대역을 고려하여, 저주파수 시작점을 

0.02, 0.05, 0.1, 0.2 Hz로 정한 후 각각에 대한 모멘트규모

를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모든 저주파수 시작점에 대해 모

멘트규모는 4.8, 모서리주파수는 1.6 Hz, 응력강하는 14.3 

MPa로 추정되었다. 스펙트럼 분석에 의한 모멘트규모는 파

형역산을 통해 계산된 모멘트규모 4.7과 비슷하다.

3. 결론 및 토의

2006년에 제안된 1차원 지각속도구조 모델
(1)
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1996년 12월 13일에 발생한 영월 지진을 분

석하였다. 영월 지진의 발진기구, 진원의 깊이와 지진모멘트

를 결정하기 위해 파형역산을 수행하였다. 파형역산시 적용

되는 필터링 대역에 따라 지진원 상수가 조금씩 차이를 보

인다. 이는 단일 지진관측소 지진자료만으로는 입력 파라미

터에 내재된 불확실성, 지진자료의 잡음 등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Kubo et al.(5)
은 지진자료

에 내재된 잡음 등을 고려하여 파형역산에 3개 이상 지진자

료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넓은 필터링 대역인 0.02∼0.2 Hz에 

의한 발진기구를 영월 지진의 발진기구로 선정하였으며, 역

단층 운동을 포함한 주향이동단층 특성을 나타낸다. 진원의 

깊이는 6 km, 지진모멘트는 1.3×1016 N⋅m로 추정되었는

데, 이는 모멘트규모 4.7에 해당한다. INCN 지진관측소 지

진자료의 스펙트럼 분석에 의한 모멘트규모도 4.8로 추정되

어 이와 비슷하다. Saint Louis 대학교의 지진센터

(http://www.eas.slu.edu/Earthquake_Center/MECH.KR)에 

게시된 영월 지진의 모멘트규모는 4.67로 이번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Kim and Kraeva(6)
는 영월 지진의 모멘트규모를 

5.2로 비교적 크게 추정하였다. 응력강하는 약 14.3 MPa로 

일반적인 판내 천발지진의 응력강하로 알려진 10 MPa(17)
보

다 크다.

한반도 및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대부분은 역단층 

운동을 포함한 주향이동단층 운동의 특성을 보이며, 전체적

인 주응력 방향은 동북동-서남서 방향을 나타낸다.(9) 영월 

지진의 주응력 방향도 이 방향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영

월 지진은 옥천습곡대의 북동 지역에서 발생하였는데, 발진

기구로 추정되는 단층면 방향을 지표상에 나타난 선구조와 

직접 연관시키기는 어렵다. 기상청은 영월 지진 발생 이후 

5차례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상청의 

경우 지진자료가 모두 아날로그 지진자료이고, 한국지질자

원연구원의 디지털 지진자료나 별도의 분석 기록을 찾을 수

가 없어서 여진의 진앙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없으므로, 현

재로서는 발진기구의 2개의 단층면 중 어느 것이 실제 단층

면인가를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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