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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규모 지진 전/후에 이온층에서 발생하는 총 전자수(TEC)의 이상 변화를 재 확인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진

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발견되는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최근 지진관련 이온층 변화가 보고되었던 국외 대규모 지진

들과, 근래에 발생한 규모 7.8 에콰도르 강진에 대해 TEC를 계산하고, 지진 발생 전 후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TEC 계산

결과,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TEC 변화 시계열을 얻을 수 있었으나, 시계열들이 후처리되는 방법에 따라 전조현상 또는

후지진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들에 대하여 지진에 의한 TEC 변화

가능성을 조사하였으나, 2016년 경주지진을 포함한 가장 높은 규모의 국내지진들과 관련하여 지진 전/후에 TEC의 이상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국외의 대규모 지진들에 비해, 국내 지진이 대기 중으로 방출하

는 탄성파(음파) 에너지가 작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주요어: 이온층 총 전자수, 지진, GPS

Abstract: We investigated pre- and post- seismic total electron content (TEC) anomalies in ionosphere caused by recent

large-scale earthquakes around the globe and additionally examined whether the similar phenomena are detected in

connection with the earthquakes around the Korean Penisula. TEC anomalies associated with the large-scale earthquakes

showed the similar results to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we newly found the similar TEC changes from the recent

2016 Ecuador earthquake (M7.8). However, the post-seismic TEC changes would be falsely interpreted as the pre-seismic

TEC changes dependent on the post-processing of TEC observation. We also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TEC responses

from the recent domestic earthquakes including 2016 Gyeongju earthquake but could not find any anomalous TEC

changes. This is probably because the domestic earthquakes release significantly smaller acoustic wave energy than that

of large-scale earthquakes occurring in plate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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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최근 국내외 잇따른 지진 발생으로 인해 지진의 관측 및 예

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진 관련 연구는 주로 지진

계를 이용한 관측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래에는 GPS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이온층 총 전자수(Total Electron Content,

TEC) 변화와 지진 발생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연구들도 주

목받고 있다. 특히 2011년 일본 미야기 현 동쪽 해역에서 발

생한 도호쿠 지진(규모 9.0)에서는 지진 발생 약 20분 전, TEC

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지진 전조(pre-seismic) 현상

이 관측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Heki, 2011). 이는 선행 연구

(Calais and Minster, 1995; Rolland et al., 2011)들이 지진동이

대기에 전달되어 나타나는 동지진성(co-seismic) 혹은 후지

진성(post-seismic) 이온 교란에 주목한 점과 차별되는 발견

이었다.

지진 전조로서의 TEC 변화는 여러 번의 논박과 재입증 과

정을 거쳤다. 먼저 Kamogawa and Kakinami (2013)은 도호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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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서 발견됐던 지진 발생전 TEC의 비정상적인 증가는 사

실이 아니며, 쓰나미 이온 홀(tsunamigenic ionospheric hole,

Kakinami et al. (2012)참고)과 같은 후지진현상이 이를 부각

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Masci et al. (2015) 또한

Heki (2011)의 지진 전조 관측이 잘못된 해석의 결과일 수 있

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들은 특히 Heki (2011)가 TEC

변화로 부터 지진 전조 현상을 주장했던 당시 사용했던 참조

선(reference curve)을 문제 삼았다. Heki (2011)와 동일한 방

법론과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해본 결과 참조선 결정 방법에

따라, TEC 변화가 지진 전조현상이 아닌 동지진과 후지진 현

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Heki and Enomoto (2015)는 Kamogawa and Kakinami

(2013)와 Masci et al. (2015)에 대한 반론으로서 지진 전조현

상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들을 내놓았다. 그 중 몇 가지를 나열

하면, ① 지진 전조현상은 수직 총 전자수(Vertical Total

Electron Content, VTEC)에서 더 부각되어 나타나고, ② 육상

지진과 해상지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③ 전조현상은 규

모가 클수록 더 이른 시간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여전히 전조현상에 대해 근본적인 물리적 기작을 설명

하지 못하고 있으며(Masci et al., 2015), 관측된 VTEC 변화

중, 일부는 여전히 참조선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듯 하다

(Heki and Enomoto (2015)의 Fig. 1 참고). 이러한 일련의 연

구 결과들을 볼 때, 현재로서는 TEC에 나타나는 단기 지진 전

조현상의 진위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다.

한편, 국내 지진과 관련된 TEC 변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이다. 다만, Choi et al. (2012)는 정확한 TEC 계산 방법을 통

해 2011년 도호쿠 지진이 유발하는 TEC의 이상 변화를 국내

에 설치된 GPS 관측을 이용하여 확인한 바 있다. 그들은 국토

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국내 GPS 관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1년 도호쿠 지진 발생 당시 동해지역 상층 대기 이온층에

서 단기 지진 전조와 비슷한 신호를 관측했다고 보고했다. 그

러나 그들이 전조현상을 관측했다고 주장한 영역은 최초 보고

되었던 전조현상 발생 영역을(Heki, 2011) 크게 벗어나, 추가

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발생 지진에 대한 TEC 변화를 계산

하고, 지진 발생과의 상관관계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일반

적으로 해상지진에서는 전조현상 뿐만 아니라 쓰나미성 이온

홀과 음파 전달에 의한 이온층 교란 등의 후지진 현상이 모두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으므로, 지진에 대한 이온층 변화의 특

성을 파악하는 데에 좀 더 적합하다. 따라서 국외지진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뚜렷한 TEC 변화를 보인 2개의 해상지진을 채

택하였으며,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상지진도 추가로 포함시

켰다. 국내 지진의 경우, 최근 10년 간 발생한 지진 중 5개 지

진(3개의 육상지진, 2개의 해상지진)을 채택하였다. 육상지진

의 경우 쓰나미성 이온홀 등의 이온층 반응을 확인하는 데에

는 부적합하나, 전조현상의 발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포함시

켰다. 또한, 2016년 9월 13일에 발생한 규모 5.8 경주 지진도

연구에 추가로 포함하였다. 이들 지진이 발생한 시기의 GPS

관측기록을 이용하여 VTEC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데이터 및 방법론

국외 대규모 지진 관측 자료

대상이 되는 국외 대규모 지진은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2011년 도호쿠 지진, 2014년 칠레 이키케 지진(규모

8.2)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6년 4월 16일 (UTC 기준)에 발생

한 에콰도르 지진(규모 7.8)이다. 세 지진은 모두 역단층에 의

해 발생한 해상지진이며(Global Centoid-Moment Tensor Project

(Ekstrom et al., 2012) 참조), 지진과 함께 쓰나미를 발생시켰

다(National Geophysical Data Center-Global Historical Tsunami

Database 참조). 이들 지진에 대해 TEC 반응을 관측한 GPS

자료는 미항공우주국(NASA)의 측지 데이터 센터인 CDDIS

(The Crustal Dynamics Data Information System, http://

cddis.nasa.gov)로부터 얻을 수 있다. 또한 VTEC 계산을 위해

서는 지진 발생 시기의 GPS 위성의 궤도력(Satellite ephemeris)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또한 같은 저장소로부터 얻을 수 있다.

국내 지진 관측 자료

연구의 대상이 된 5개 지진은 각각 2009년의 규모 4.0 안동

지진, 2007년의 규모 4.8 평창지진, 2016년 규모 5.8 경주지진

(이상 육상지진), 2014년의 규모 5.1 태안지진, 2016년의 규모

5.0 울산 지진(이상 해상지진)이다. 이 지진들은 최근 10년 간

발생했던 육상과 해상지진을 규모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채택

한 것이다. 이들 지진의 발생 시각과 규모에 대한 정보는 기상

청 국가지진정보시스템(http://necis.kma.go.kr)에서 얻을 수 있

으며, 국내에 설치된 GPS관측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

GNSS서비스 홈페이지(http://gnss.ngii.go.kr)로부터 얻을 수 있

다. 한편, 국외지진과는 달리 국내지진의 경우, 진원기구해

(Focal mechanism)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 Global

Centoid-Moment Tensor Project (Ekstrom et al., 2012)에 따르

면, 평창지진과 경주지진의 경우 주향이동단층에 해당하고, 태

안지진의 경우 경사단층에 해당된다. 또한 미국 세인트 루이스

대학교의 지진 연구센터(Earthquake Center of Saint Louis

University)에서 운영하는 지진 관측 기록소(http://eqinfo.eas.slu.edu/

eqc/eqc_mt/MECH.KR)에 따르면, 안동지진은 주향이동단층에

가깝다. 반면 울산지진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

GPS 관측 데이터를 이용한 VTEC 계산

이중 주파수를 사용하는 GPS는 마이크로 파가 대기 최상부

에 위치한 이온층을 통과하는 동안 발생하는 지연시간을 비교

하여 TEC를 측정할 수 있다(Garner et al., 2008). GPS로 TEC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GPS 위성과 수신기까지의 거리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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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파수로 측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는 보통 별도의 원

시데이터 처리를 거친 후, RINEX (The Receiver Independent

Exchange Format, Gurtner and Mader (1990))라는 자료 형식

으로 GPS 수신기에 기록된다. 일반적으로 거리 정보는 30초

마다 갱신되어 매우 높은 시간 해상도로 기록되며, 이때 시간

정보와 GPS 수신기의 대략적인 위치정보도 함께 포함된다. 거

리 정보 데이터는 다시 C1, P2, L1, L2 데이터 등으로 나뉘어

져 있는데, C1과 P2는 각각 1.575.42 MHz ( f1), 1227.60 MHz

( f2) 주파수로 측정한 코드 의사 거리(code pseudo range)로,

미터(meter) 단위로 기록되며, L1과 L2는 같은 주파수로 측정

한 반송파 위상(carrier phase)으로, 단위는 cycle 이다. 본 연구

에서는 TEC 변화량을 더 높은 정확도로 계산 가능한 L1과 L2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이들은 식 (1)과 (2)처럼 표현된다. 

  (1)

  (2)

상기 식을 포함하여 다음에 제시되는 식들은 Arikan et al.

(2008)에서 제시된 관습을 따랐다. 첨자 m과 u는 각각 위성과

수신기와 관련한 항을 의미하며, λ1과 λ2는 각각 f1, f2 주파수

에 상응하는 파장이다. 첨자 1, 2 또한 각각의 주파수에 의존

하는(frequency-dependent) 물리량을 의미하고 있다.  는 위

성과 수신기간의 실제 거리(actual range)를, 와 은 각

각 GPS수신기와 인공위성의 시간 오차(clock error)를, 는

각각의 전자기파가 이온층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위상 지연량

을, 는 중성대기(neutral atmosphere)에 의한 지연거리

를, εm과 ε
u
는 각각 전자기파가 인공위성과 수신기 내부에서

진행할 때 발생하는 시간편차를, N은 위상 변화량이 2π를 넘

어설 때 발생하는 싸이클슬립 오차(cycle slip error)를, c는 빛

의 속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이온층에 의한 지연효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확한 TEC를 계산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이다

(Leick, 2004).

하지만 위 식에서 파장과 무관한 항들은 선형결합을 이용하

여 제거할 수 있으므로, 식 (1)에서 식 (2)를 빼주면 다음과 같

은 결과가 얻어진다.

   (3)

여기서, DCB (Differential Code Bias)는 위성 과 수신

기 내부회로 에서 발생하는 편차를 다시 요소별로

나타낸 값이며, ΔNm은 를 의미한다. 와

는 Leick (2004)에 제시된 식을 인용하여 다음으로

근사될 수 있다.

,

 (4)

여기서, N
e
는 측선방향에 위치한 전자밀도(electron density)

이며, 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위성과 수신기간의

Slant Total Electron Content (STEC)으로, L1, L2와 같은 30초

간격의 시계열이다. 식 (4)를 식 (3)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5)

DCB와 싸이클 슬립 항에 대한 오차를 포함하는 STEC을

STECa라 하면,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것이다.

  (6)

이때, 실제 STEC 변화량을 phase pseudo range관측값( )

을 이용하여 구하기 위해서는 싸이클 슬립( )과 DCB의

영향을 받는 항들을 보정해줘야만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

에서는 GIM (Global Ionospheric Map, Schaer and Gurtner

(1998))을 활용하는 방법(Nayir et al., 2007)을 이용하였다.

GIM은 전세계 GPS 측점에서 관측된 VTEC으로 만든 이온층

(TEC) 지도로, 2시간 마다 위도방향 2.5도 간격 격자, 경도방

향 5도 간격 격자로 제공된다. 이는 IGS (International GNSS

Service), JPL (Jet Propulsion Laboratory), ESA (European

Space Agency) 등 다양한 센터에서 처리하며, 본 연구에서는

JPL분석장을 사용하였다. 

먼저 이온층의 높이를 400 km로 정의한 후, GPS 관측점과

인공위성을 잇는 직선이 이온층 구각(ionospheric shell)과 만

나는 점(Ionospheric piercing point, IPP)들을 찾아야 한다. 이

때, 인공위성의 궤도력 데이터는 최대 30초 간격으로 제공되

지만(precise product의 경우), GIM의 시간 간격과 일치시키기

위해 2시간 간격으로 재배열(resampling)하였다. 이어서, 각

IPP에서의 VTEC 값을 GIM으로부터 내삽하여 얻는다. 이후,

내삽된 VTEC을 GPS 위성과 지면이 이루는 각도를 이용하여

가상의 STEC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된 STEC

을 GPS 수신기가 관측한 STEC (STECa)을 2시간 간격으로

재배열(resampling)한 값과 비교하면(식 (7)), 싸이클 슬립과

DCB에 의해 유발되는 오차를 유추할 수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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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STEC은 GIM으로부터 IPP를 내삽하여 얻어진 가상

의 STEC 시계열이고, t
n
은 과 이 공통으로

측정하는 시계열 간격으로 2시간 간격이며, n은 중복 시계열

의 갯수이다.

이렇게 구해진 편차(식 (7)에서 우변)는 전제된 GIM의 공간

적/시간적 부정확성에 의한 오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것이

다. 또한 GIM 역시 모델값으로 동화(assimilation)되는 각 관

측소의 VTEC이 가지는 오차들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효과가 시계열의 변동성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아, 주성분 분석 등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구한 TEC결과

와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Nayir et al., 2007).

식 (6)과 (7) 로부터 STEC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8)

이렇게 구해진 STEC은 GPS 위성과 수신기 사이에 존재하

는 전자의 양이다. 그러나 STEC의 경우, 위성의 위치가 달라

짐에 따라 발생하는 기하학적 효과가 반영되어, 지표에 수직인

공기기둥 내에 존재하는 전자수(VTEC)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

하기 힘들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앞서 언급했던 위성의 궤도

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식 (9)와 같이 계산해주면, 원하는

VTEC을 얻을 수 있다.

(9)

여기서 θ는 수신기와 위성 사이의 고도이며, R은 지구 반지름

(≈ 6400 km), h는 이온층의 평균 높이(≈ 400 km)이다.

결과 및 해석

국외 대규모 지진 전/후의 TEC 변화 

Fig. 1(a)의 굵은 실선들은 앞서 언급한 3개의 대규모 지진

에 대한 VTEC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중, 2011년 도

호쿠 지진과 2014년 이키케 지진의 VTEC 변화는 각각 Heki

(2011)과 Heki and Enomoto (2015)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으

며, 2016 에콰도르 지진에 대한 VTEC 변화는 본 연구에서 처

음 제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계산한 VTEC 변화가 선행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하며, 이를 통해 VTEC 변화를 GIM을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세 그래프

를 함께 도시하기 위해, 각 그래프의 시작 값은 임의로 지정

되었다.

이들 지진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말해주고 있는 지진 전후

의 TEC 변화를 모두 관찰할 수 있다. 먼저 도호쿠 지진과 이

키케 지진에서는 지진 전조현상(Heki, 2011), 쓰나미 이온홀

(Kakinami et al., 2012), 음파에 의한 이온층 교란(e.g. Heki

and Ping (2005))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 특히, 지진 전조

현상의 경우 지진 40분 전(도호쿠), 25분 전(이키케)에 나타나

고 있는데, 이는 선행 연구(Heki and Enomoto, 2015)에서 지

시하는 지진 규모와 전조 시간의 비례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

다. 반면 에콰도르 지진의 경우 전조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Heki and Enomoto (2015)에서 제시한 전조현상의 최소

규모(=8.2)에 비해 에콰도르 지진의 규모(=7.8)이 작기 때문이

라고 해석될 수 있다. 쓰나미 이온홀은 쓰나미가 처음 생성될

때 동반되는 해수면 고도의 급격한 증가에 의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으며(Shinagawa et al., 2013), 쓰나미를 발생시킨 세

해상 지진에서 이온홀의 효과가 모두 관측되었다. 또한, 쓰나

미 이온홀에 의해 TEC이 감소된 정도 또한 규모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1(a)의 실선은 지진 전조현상으로 여겨지는 TEC변화

시계열을 제거한 후 잔여 시계열을 다항식으로 근사한 참조선

이다. 반면, 점선은 다항식 근사를 위해 후 지진 현상을 제거

한 잔여 시계열을 사용한 참조선이다. 이 중, 실선은 전조현상

을(Heki, 2011; Heki and Enomoto, 2015), 점선은 후 지진현

상을 각각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에콰도르 지진의 경우, 뚜

렷한 전조현상의 징후가 없어 후지진 현상을 나타내는 시계열

만 제거한 후, 다항식으로 근사 하였다. 전조현상 시계열을 제

거할 때에는 도호쿠지진의 경우 지진 1시간 전 ~ 20분 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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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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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VTEC changes induced by Large-scale earthquakes:

2011 Tohoku (yellow bold solid line), 2014 Iquique (red) and 2016

Ecuador (blue). Each parenthesis contains the magnitude of

earthquake, GPS station name and GPS satellite number for VTEC.

The light solid line and dashed line are polynomial fit to highlight

the pre-seismic increase and tsunamigenic ionospheric hole. (b)

Total VTEC time series measured from 2011 Tohoku earthquake.

1TECU is equivalent to 1016 electrons/m2. The black solid line is

earthquake occurenc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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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지진은 지진 30분 전 ~ 20분 후 시계열을 삭제 하였다. 후

지진 현상을 나타내는 시계열을 제거할 때에는 도호쿠지진과

에콰도르 지진의 경우 지진 8분 후 ~ 1시간 후 데이터를 삭제

했으며, 이키케 지진은 8분 후 ~ 35분 후 데이터를 삭제했다.

다항식 근사에서는 도호쿠지진과 에콰도르지진의 경우 3차 다

항식을 근사를, 이키케 지진의 경우 7차 다항식 사용했다.

Fig. 1(a) 로 미루어볼 때, 참조선의 선택에 따라 지진 전조

현상과 후지진 현상이 다르게 강조가 된다. Heki (2011)가 최

초 보고했던 STEC시계열 상의 지진 전조 현상은 Kamogawa

and Kakinami (2013)과 Masci et al. (2015)이 반박한 것과 같

이 참조선 선택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Heki and Enomoto

(2015)에서는 STEC 시계열만을 사용하여 반박한 점에 대해

지적했고, VTEC 시계열에서는 뚜렷하게 전조현상이 나타난

다고 다시 주장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계산된 VTEC 시

계열은 이러한 참조선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TEC 변화를 지진 발생 시점에서 수시간 전으로 확장하여

분석하면, 지전 전조 현상이 참조선 선택 여부와 관련 없이 반

박될 가능성도 있다. Fig. 1(b)는 도호쿠 지진에 대한 VTEC의

총 시계열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래프에서 지진 전조현상과

비슷한 양상을 띄는 VTEC 변화는 이미 같은 날 2시 경(UTC

기준)에 존재했다. VTEC 시계열 상에서 비슷한 크기의

VTEC 변화가 지진 전조와 관련 없이 발생했다는 점은, 지진

전조로 의심되는 VTEC의 증가현상 역시 필수적으로 전조현

상을 지시한다고 생각하기 어렵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Choi

et al. (2012)에서는 비슷한 TEC의 증가가 한반도 인근에서도

관측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지진 전조현상이 수 천 킬로미

터의 공간규모만큼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5시경

의 지진 전조로 예상되었던VTEC 변화는 그 시기 동아시아지

역 중위도 상공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었을 것이다.

전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TEC 증가 현상이라 하더라도, 평

상시에 지진과 관련없이 발생하는 TEC의 증가현상과 지진 전

조 현상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내 발생 지진 전/후의 TEC변화

Fig. 2는 국내에서 발생한 5개 지진의 위치, 발생시각과 각

지진에 대해 이온층 반응을 시험한 GPS 관측소의 위치를 보

여주고 있다. 지진 발생 전후에 IPP(노란색 화살선)가 진원의

바로 위를 지나도록 하는 적절한 관측소와 위성이 채택되었으

며, 각각의 관측소와 GPS위성번호는 그림에 병기되어 있다.

Fig. 3의 빨간색 실선은 각각 안동지진(a), 평창지진(b), 태안지

진(c), 울산지진(d), 경주지진(e) 발생 당시의 VTEC 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파란색 수직 선은 지진의 발생 시각을,

회색 점선은 지진과 함께 발생한 음파가 이온층에 도달하는

예상시간(지진 발생 후 약9분, Kamogawa and Kakinami

(2013))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들에서는 앞서 보았던 대규모

지진에 나타나는 지진 전조현상이나 이온층 교란 현상이 시계

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해상지진에 해당하는 태안지진

과 울산지진에서도 이온홀이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발생시기

에 쓰나미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 2. Locations of epicenters (blue dots), GPS stations (red dots)

and IPP trajectories (yellow lines) of the recent South Korean

earthquakes. Parentheses around the epicenter include the time of

earthquake. Parentheses beneath GPS station name denotes examined

earthquakes. GPS satellite numbers are indicated with IPP tra-

jectories.

Fig. 3. VTEC time series measured from South Korean major

earthquakes: 2009 Andong (a), 2007 Pyeongchang (b), 2014 Taean

(c), 2016 Ulsan (d) and 2016 Gyeongju (e) earthquakes. The unit

of the amount of TEC is TECU (=1016 electrons/m2). Each of blue

solid line and grey dashed line shows the earthquake occurence

time and the time 8 minutes after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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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ki and Ping (2005), Tsugawa et al. (2011), Cahyadi and

Heki (2015) 등에 의하면, 지진과 함께 발생하는 이온층 교란

이 약 4분 전후의 주기를 갖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지진에서 이온층 교란 발생 여부를 VTEC 시계열의 주

파수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Fig. 4는 지진 발생 전(파란 실

선)/후(빨간 실선) 40분에 걸친 이온층 진동 양상의 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 이온층의 후지진성 진동은 지진 발생후 약 7 ~

8분부터(Tsugawa et al., 2011; Astafyeva et al., 2011) 최대 3

시간까지(2011 도호쿠 지진의 경우, Tsugawa et al. (2011) 참

고)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주파수 분석에 앞서 각 40분의

시계열은 2차 근사 다항식을 통해 장주기 신호를 제거 하였다.

대규모 국외지진의 경우(Fig. 4(a) ~ (c)), 선행 연구에서 보고

된 바와 같이 약 4분 주기(15 cycles per hour)를 가지는 후지

진성 VTEC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약 30분 ~ 10분 주기

를 가지는 VTEC 변화 역시 나타나는데, 이는 수 시간을 규모

로 발생하는 쓰나미 이온홀에 의한 장주기 성분과 함께, 2차

다항식으로 제거되지 못한 장주기 일변화 성분이 추가되어 나

타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반면, 국내지진의 경우 후지진성

VTEC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안동지진(Fig. 4(d)) 에서 지진

발생 이후 약 4분 주기 영역에서 진폭의 증가를 보이나, 이는

국내지진들의 지진발생 이전 진폭과 비슷하거나 작다. 지진 발

생 전후에 높게 나타나는 장주기 성분은 오로지 2차 다항식으

로 제거되지 못한 일변화 성분이라 생각되며, 지진 발생 여부

와 상관성을 갖지 않는 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국내지진에서의 이온층 교란 유무를 정량적으로 다시 확인

하기 위해, VTEC 시계열을 재처리 하였다. Fig. 5(a)는 Fig. 1

에서 제시한 도호쿠 지진의 VTEC시계열에 10분 크기의 이동

평균(moving average)을 실시한 후(Tsugawa et al., 2011), 기

존의 시계열과의 차이를 구한 결과이다. 이렇게 얻어진 잔여

VTEC 시계열은 약 4분 주기의 후지진성 VTEC변동을 포함한

주기 10분 미만의 이온층 변동이 부각되어 있다. 도호쿠 지진

의 경우, 지진 발생 이후 쓰나미성 이온홀을 제외한 이온층 교

란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잔여 VTEC시계열로부터

구한 지진 발생 전/후의 RMS (Root Mean Square)는 각각

0.029와 0.442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Fig. 5(b) ~ (g)의 경

우, Fig. 3(a) ~ (e)에서 제시되었던 국내 지진의 VTEC 시계

열에 같은 방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그 결과, 5개 지진 모두에

서 지진과 관련한 특별한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안동

지진(Fig. 5(b))과 울산지진(Fig. 5(d)), 1차 경주지진(Fig. 5(f))

에서 각각 0.007, 0.004, 0.005 TECU의 RMS 증가가 나타나지

만, 지진과 관련없는 평상시 RMS 값이 0.017 ~ 0.045 TECU

이기 때문에, 후지진성 이온성 교란으로 여겨질 수는 없다.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에서 이온층과 관련한 교란 현상을 관

측할 수 없었던 원인에는 지진의 규모와 지진의 발생 특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측된다. 먼저 국내 지진과 같이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지진 발생과 함께 동반되는 지표의 수

Fig. 4. Amplitude spectra calculated from VTEC time-series (8 ~

38 minutes after earthquake; red lines/40 ~ 0 mintutes before

earthquake; blue lines); 2011 Tohoku (a), 2016 Ecuador (b), 2014

Iquique (c), 2009 Andong (d), 2007 Pyeongchang (e), 2014 Taean

(f), 2016 Ulsan (g), 2016 Gyeongju (h-i) earthquakes. Note that 2nd

order polynomial fit is removed from time-series before Fourier

Transform. The grey dashed line shows the frequency of 15 cycles

per hour.

Fig. 5. VTEC residuals of 2011 Tohoku earthquake (a), 2009

Andong (b), 2007 Pyeongchang (c), 2014 Taean (d), 2016 Ulsan

(e), 2016 Gyeongju (f-g) earthquakes. The black solid line shows

the earthquake occurenc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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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변위의 크기나 음파 에너지가 다른 대규모 지진에 비해 그

다지 크지 않다. 실제로 태안지진의 경우, 대상이 된 4개의 국

내지진 중 경사단층에 가장 가깝고, 규모도 비교적 높아 지표

의 수직 진동폭과 변위가 국내지진 중 가장 높을거라 예상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온층 교란도 관측할 수 없었다.

이는 아마도 대기를 매개로 전달되는 음파의 에너지가 금방

소멸되었거나, 이온층까지 도달하여 교란을 일으킨 TEC의 양

이 GPS의 관측 해상도(1 ~ 3 TECU, Zhang et al. (2010),

Coster et al. (2013) 참고) 보다 훨씬 작기 때문일 것이다. 실

제로 Perevalova et al. (2014)의 연구에 의하면, 지진에 의한

이온층 반응을 GPS로 관측할 수 있는 최소 규모를 6.5 로 제

시한 바 있다. 2016년 현재 기록된 국내지진 중 가장 높은 규

모는 5.8(경주지진)이며, 이는 보고된 최소 규모 지진에 비해 방

출되는 에너지가 약 11배(리히터 규모 환산) 정도로 매우 작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많은 경우 주향이동단층과

같은 지표의 수평이동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Rhie and Kim,

2010). 주향이동 단층에 의해 유발된 지진의 경우, 같은 규모

의 역단층이나 정단층에 비해 발생하는 수직 변위의 크기가 1/

5 이하로 매우 작다고 알려져 있으며(Cahyadi and Heki,

2015), 이로 인해 유발되는 이온층의 교란 발생 빈도수 또한

적어 보고된 바가 많지 않다. 다만, Cahyadi and Heki (2015)

에서는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발생한 지진 중 가장 대규모 지

진인 2012 수마트라 지진의 본지진(규모 8.6)과 여진(규모 8.2)

에서 각각 이온홀을 포함한 이온층 교란이 관측되었다고 보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논문에서, 주향이동단층에 의한 1995

일본 고베지진(규모 6.9)에서는 미세한 이온층 교란 조차도 없

었음을 언급하였다. 이로 짐작해볼 때,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유발되는 이온층 교란 현상은 경사단층에 의한 지진보다 훨씬

더 높은 규모에서 관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최근 발생한 규모 5.8 경주 지진에서 아무런 TEC 변화 현상

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결 론

GPS관측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 전 후

의 TEC변화를 살펴봤다. 이 중 국외 지진의 경우, 선행 연구

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지진 전조현상과 쓰나미 이온홀 등을

포함한 후지진성 교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진 전조현상은 후 지진 현상에 의한 TEC 변

화 또는 TEC의 일변화와 구분이 어려워 그 존재 자체가 불확

실하거나, 지진 전조 인자로 활용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

요해 보인다. 국내지진의 경우, 전조현상 뿐만 아니라 후지진

교란 현상 또한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이는 지구 변동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들에 비해, 국내 지진의 규모가 작아 이

온층을 교란시킬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를 내고있지 못하기 때

문일 것이다. 하지만, 향후 국내에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

능성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GPS 관측 및 지자기 관측을 포함

한 지구물리 관측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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