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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본진을 포함한 일련의 지진들이 경주에서 발생했다. 본진은 1905년 한반도에서 지

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반도 남부에서 발생한 최대의 지진으로서 양산단층이 명백한 활성단층임을 입증하였다. 콘래드 불

연속면이 없는 단층의 한반도 지각 모델에 의한 경주지진들의 전진, 본진, 여진들의 평균깊이는 12.9 km로 콘래드 불연

속면이 있는 2층 구조의 IASP91 모델에 의한 평균깊이보다 2.8 km 낮다.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들

의 진앙분포는 주 단층인 양산단층과 부속 단층을 포함하는 양산단층계가 광범위한 파쇄대임을 시사한다. 규모 5.8의 경

주지진에 수반한 지진들의 진앙분포는 양산단층계의 몇 단층들이 응력에너지의 방출에 관여하였음을 지시한다. 경주지진

들의 주요 지진들이 지표가 아닌 10 km 이하에서 발생한 것은 양산단층계의 심부 활성단층들의 분포를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경주지역의 지진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한 이 일대의 최대지진의 규모는 7.3이다. 한반도의 가장 완전한 1978년

이후의 지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경주지역의 규모 5.0, 6.0, 7.0을 초과하는 지진들의 재현간격은 각기 80년, 670년,

그리고 5,900년이다. 2016년 9월 경주지진들은 본질적으로 판내부지진활동의 범주에 속하며 2011년 3월 11일 일본해구

에서 발생한 판경계지진횔동인 동일본대지진과는 무관하다. 

주요어: 2016년 9월 경주지진, 양산단층, 진원깊이, 최대지진, 재현간격

Abstract: A sequence of earthquakes with the main shock ML 5.8 occurred on September 12 2016 in the Gyeongju

area. The main shock was the largest earthquake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instrumental

seismic observation began in the peninsula in 1905 and clearly demonstrated that the Yangsan fault is seismically active.

The mean focal depth of the foreshock, main shock, and aftershock of the Gyeongju earthquakes estimated by the crustal

model of single layer of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the Conrad discontinuity turns out to be 12.9 km, which is 2.8

km lower than that estimated based on the IASP91 reference model with the Conrad discontinuity. The distribution of

the historical and instrumental earthquakes in the Gyeongju area indicates that the Yangsan fault system comprising the

main Yangsan fault and its subsidiary faults is a large fracture zone. The epicenters of the Gyeongju earthquakes show

that a few faults of the Yangsan fault system are involved in the release of the strain energy accumulated in the area.

That the major earthquakes of Gyeongju earthquakes occurred not on the surface but below 10 km depth suggests the

necessity of the study of the distribution of deep active faults of the Yangsan fault system. The magnitude of maximum

earthquake of the Gyeongju area estimated based on the earthquake data of the area turns out to be 7.3. The recurrence

intervals of the earthquakes over magnitudes 5.0, 6.0 and 7.0 based on the earthquake data since 1978, which is the

most complete data in the peninsula, are estimated as 80, 670, and 5,900 years, respectively. The September 2016

Gyeongju earthquakes are basically intraplate earthquakes not related to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of March 11

2011 which is interplate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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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6년 9월 12일에 경주에서 발생한 본진 규모 5.8의 지진

을 포함한 일련의 지진들은 반도 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감지되었으며 1978년 10월 7일 홍성지진에 이어 우리나라가

결코 지진 안전지역이 아님으로 범국가적인 지진재해 대책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을 절실히 부각시켰다. 규모 5.8의 본진은

한반도에서 1905년 지진관측이 시작한 이래 반도 남부에서 발

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 이 지진들은 1983년 양산단

층이 활성단층(Lee and Na, 1983)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이래

우리나라 지구과학계의 가장 중요한 논쟁 주제의 하나가 되어

온 양상단층 활성문제를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즉 양산단층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활성단층임이 밝혀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진은 앞으로 국내 지진연구가 고려해야할 몇 가지 중요

한 쟁점들을 제공하였다. 본 고에서는 이 내용을 논의해 보고

자 한다. 

한반도 지각구조와 진원 깊이

Lee (1979)는 한반도 지각구조에 관한 최초의 논문을 발표

하였다. 이 논문에서 Lee는 1936년 7월 4일 쌍계사 지진의 주

시곡선과 지진파형들(Fig. 1)을 분석하여 한반도에 모호

(Moho)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지각의 두께가 대략 35 km이나

지각이 단층구조인지 아니면 콘래드(Conrad)면이 존재하는 2

층 구조인지 분명하지 않음을 밝혔다. Lee는 이 논문에서 쌍

계사와 가까운 부산과 대구 관측소의 지진파형들에는 초동

(first arrival)이 직접파(direct wave)임에 비해 먼 거리에 있는

인천 관측소의 지진파형에는 직접파에 비해 진폭이 급격히 감

소한 모호면을 따라 전파한 Pn파(Pn phase)임을 확인하였다.

지진파의 전파이론에 의하면 직접파와 Pn phase같은 선두파

(head wave)의 진폭은 각기 진앙거리의 역과 그 자승의 역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Lee (1979)는 쌍계사 지진의 주시곡선과

인천관측소의 Pn phase를 확인하고 모호면의 존재를 밝힌 것

이다.

이 논문이 출판된 이후 한반도 지각구조에 관한 많은 논문

들이 출판되었으며 그중에는 반도의 지각을 2층 또는 3층으로

구분하는 논문들도 있었다(Kim and Kim, 1983; Kim, 1995).

그러나 이 논문들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 즉 층들을 구

분하는 면에서 반사 또는 굴절하는 지진파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지진학의 이론에 의하면 속도의 불연속면에는 반드시

그 면에서 반사 또는 굴절하는 파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만

약 한반도 지각에 Conrad면 또는 다른 불연속면이 존재하면

그 존재를 확인시키는 반사 및 굴절하는 파가 존재해야 하는

데 이 논문들에는 이들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이 논문들은

단지 주시곡선을 층상구조 모델에 fitting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 경우 여러 다른 층상구조가 지각구조를 결정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개입하는 오차의 범위 안에서 동일한 주시곡선을

만족시키는 문제가 있다. 즉 속도 불연속면에서 발생하는 반사

또는 굴절파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주시곡선의 fitting에만 의

존하는 지각구조 결정은 실제적인 지각구조(realistic earth

structure)를 규명할 수 없다. 아직까지 모호면을 제외하고 한반

도 지각에 반도 전역에 걸친 속도 불연속면을 제시한 논문은

출판되지 않았다.

한반도 지각의 3차원적 구조를 가장 상세히 밝힌 논문(Yoo

et al., 2007)에 의하면 한반도 전역에 걸쳐 지각과 맨틀을 구

분하는 모호면은 분명이 존재하지만 상부지각과 하부지각을

구분하는 Conrad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국지적으로 제한

된 범위에 속도의 불균질성(heterogeneity)들이 존재한다. 따라

서 한반도는 전체적으로 균질한 지각으로 볼 수 있다. 

기상청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의 진원요소(source

parameter)를 IASP91 reference model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이 모델은 P파 속도와 두께가 각기 5.8 km/sec, 20 km인 상부

지각과 6.5 km/sec, 15 km인 하부지각으로 구성된 2층 구조이

고 Pn phase의 속도는 8.04 km/sec이다. 이 모델에 의하여 기

상청에서 결정한 2016년 경주지진의 전진, 본진, 여진의 진원

요소(source parameter)는 Table 1과 같다. 

한편 한반도 지각이 P파의 속도와 두께가 각기 6.3 km/sec,

33 km인 단층 단층구조이고 Pn phase의 속도가 7.8 km/sec인

모델(Lee, 2015)을 사용하여 결정한 경주 지진의 전진, 본진,

여진의 깊이는 각기 13.1 km, 11.5 km, 14.2 km이다(Lee,

2017). 이 지각구조 모델은 Song and Lee (2001)와 Yoo et al.

(2007)의 논문에 근거한 것이다. 

진원 결정의 수학적 메커니즘은 속도 구조가 달라도 거의

동일한 진앙을 제시하지만 진원깊이는 다른 수치를 제공한다.

한반도 지각구조 모델과 IASP91 reference model을 사용하여

결정한 경주지진들의 진원깊이를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에 비

하여 일관성 있게 작은 수치(평균 2.8 km)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Table 1. Source parameters of three major Gyeongju earthquakes in September 2016.

Origin time (KST) Epicenter Focal Depth
(km)

Magnitude
(ML)yy/mm/dd hh/mm/ss Latitude (N) Longitude (E)

16/09/12 19/44/32 35.77 129.19 15.2 5.1

16/09/12 20/32/54 35.76 129.19 15.4 5.8

16/09/19 20/33/58 35.74 129.18 16.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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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10월 7일 충남 홍성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

다. 이 지진의 수정 메르칼리 진도(MMI)는 VIII로 평가되었다.

이에 비해 더 큰 지진인 규모 5.8인 경주지진의 MMI는 기상

청에 의해 Ⅵ로 평가되었다. 이 이상한 현상은 경주지진의 깊

이가 홍성지진에 비하여 더 큰 것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홍

성지진의 경우 당시 지진계가 서울과 광주 두 곳에만 설치되

어 그 깊이를 결정할 수 없었다. 이 현상은 한반도에서 발생하

는 지진의 피해(진도)와 규모와 진원깊이의 상관관계를 면밀

하게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1978년 9월 16일 속리산에서 발생한 규모 5.2의 지진은 진

앙부근의 건조물에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다. 이는 이 지진이

지각의 심부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역사지진의 경

우에도 다수의 지진들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감지되었지만 뚜

렷하게 그 진앙과 진도를 결정할 수 없는 예가 많다. 예로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다음 지진들을 들 수 있다. “1702년 8

월 26일 경기,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5도(道)에서 같

은 날 같은 시각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 지진의 경우 지진에

의한 피해가 없이 단지 한반도 남부에 광범위하게 감지되었을

뿐이다. 이 지진도 심부지각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속리산 지진과 1702년 8월 26일 지진의 경우

는 한반도 지진활동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즉 이 지진들은 어느 깊이에서 발생하는가? 지각의 하부인가

아니면 맨틀 상부인가? 경주와 홍성지진은 지각의 상부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속리산 지진과 1702년 지진은 심부지각에서

발생했다고 여겨진다. 이 지진들의 진원기구(source mechanism)

는 지각의 상부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의 경우와 같은가? 한반

도의 지각상부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의 진원기구의 대부분이

유라시아판이 인접한 태평양판과 필리핀판 그리고 인도판과

각기 일본해구와 류큐해구와 그리고 히말라야산맥에서 충돌하

면서 발생하는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압축력에 의해 북북동-

남남서 방향의 주향이동 단층운동임이 밝혀졌다(Shimazaki,

1984; Rhie and Kim, 2010). 

지각심부 또는 상부맨틀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의 진원기구가

밝혀지면 이는 판구조론적 견지에서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하는 일본해구와 류큐해구에 인접한

한반도의 tectonics의 이해에 중요한 함의(implication)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 또 일부 역사지진들의 평가에 내재하는 문제점

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중요한 문제의

해결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의 깊이를 정확히 결정하

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일본 기상청과 미국 NEIC (National Earthquake Information

Center)의 지진목록에는 진원깊이가 제시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지진관측망의 규모는 충분이 확대되었다. 이제 기상청의 지진

목록에 한반도의 지각구조를 반영하는 모델을 사용하여 결정

한 깊이를 포함시키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산단층대의 심부 구조

양산단층계(Yangsan fault system)또는 양산단층대(Yangsan

fracture zone)는 양산단층과 부수하는 몇 개의 단층, 즉 자인,

밀양, 모량, 울산, 동래, 일광, 오천 단층들로 이루어진 광범위

한 파쇄대이다(Fig. 2). 이 단층대는 중생대 백악기의 불국사변

동으로 한반도 남부 지각이 심하게 교란될 시기에 생성되었다.

한반도의 주요 활성단층들은 중생대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

각변동들, 즉 송림변동, 대보조산운동, 불국사변동으로 생성된

주요 단층들과 주요 지체구조의 경계면 들이다(Lee, 2015). 대

부분의 대규모 역사지진들이 이러한 위치에서 발생했다(Lee

and Yang, 2006). 양산단층은 15 ~ 30 km의 이동이 발생한 연

장 170 km의 우수주향이동 단층이고(Chang et al., 1993), 신

생대에서도 활동했다는 지질학적 증거가 발견되었다(Lee et

Fig. 1. Seismograms of the Ssanngyesa earthquakes (after Lee,

1979). P phases at Busan and Daegu represent direct waves while

that at Incheon represents Pn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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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9; Kyung, 2010). 

Fig. 2는 경주를 중심으로 반경 50 km 이내의 양산단층대에

서 발생한 역사 및 계기지진들의 진앙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

서 역사지진들의 진앙 오차는 대략 0.25o 이다. Fig. 2는 지난

2000년에 걸쳐 역사지진과 계기지진들이 양산단층대의 거의

전 지역, 즉 이 일대의 여러 단층들을 포함하는 지역에서 발생

하였음을 보여준다. 

Fig. 3은 2016년 9월 경주지진들의 4개월에 걸친 진앙분포

를 보여준다. 이 그림의 여진들의 분포에서 경주지역에 응축된

응력에너지의 방출에 양산단층 뿐만 아니라 이 일대의 넓은

범위의 몇 단층들이 관여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

주지진에 수반한 여진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

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경주지진 본진의 규모는 5.8

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규모 6.0에 이르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양산단층계가 전체적으로 반응하여 다수의 여진

들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경주지진들의 진앙분포와 연관하여 유의해야할 사항은 이

지진들이 지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내부에서 발생

한다는 점이다. 이 지진들의 전지, 본진, 주 여진은 모두 지하

10 km 보다 더 깊은 심부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Fig. 2의 지

표상의 단층들이 지하 10 km 보다 더 깊은 하부로 어떻게 연

장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즉 이번 경주

지진들이 발생했던 지각 심부에서 활성단층들과 지표단층들과

의 상관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충분하지 못하다. 극단적인

경우 실제로 지진들이 발생하는 깊이의 활성단층들의 분포는

지표단층들의 분포와 사뭇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단지 지표에

서 표시되는 진앙들이 특정 지표단층에 위치한다고 해서 그

지진들이 그 단층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은 오류일 수 있다. 정

확한 표현은 지진들이 지표 특정 단층의 하부 어떤 깊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번 경주지진들이 10 km 이하의 지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양산단층계의 지진활동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즉 양산단층대의 심부 구조, 실제로 지진들이 발생하

는 그 깊이의 지각구조 또는 활성단층의 분포를 연구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 과제는 지진학자 및 지질학자와 탐사물리학자

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 분야가 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양산단층계의 지진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이 일대의 심부 지각

구조 연구는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Fig. 2와 3은 양산단층대가 하나의 거대한 파쇄대로 이 단층

대의 하부 어느 지점에서도 지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

을 시사한다. 즉 지표상의 특정 단층과 연관할 수 없는 지점의

지구 내부에서 폭 넓은 규모에 걸치는 지진들이 발생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양산단층대가 백악기에 생성된 이래 현재까지 장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파쇄대로 활동한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일대의 지질 및 지구물리 탐사가 진행됨에 따

라 크고 작은 활성단층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리라 생각한다.

최대지진과 재현간격

이번 경주지진은 이 지역의 지진재해(seismic hazard)를 분

석할 때 필요한 변수들을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정지역의 지진재해를 분석할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그

Fig. 2. Seismicity map of the area within the radius of 50 km from

Gyeongju from 2 to August 2016. Earthquake data of the map are

from Lee and Yang (2006), Lee et al. (2003) and KMA. Open and

filled circles represent historical and instrumental earthquakes,

respectively. J, Mi, Mo, Y, D, I, U, and O are Jain, Miryang,

Moryang, Yangsan, Dongnae, Ilgwang, Ulsan, and Ocheon faults,

repectively (after Lee, 2017).

Fig. 3. Epicenters of the September 2016 Gyeongju earthquakes

and aftershocks of four months reported by KMA (after Le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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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지진(maximum earthquake)과 건조

물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들의 재현간격(recurrence

interval)을 들 수 있다. 

최대지진 

특정 지역의 최대지진의 평가는 그 지역에 존재하는 지진발

생 구조(seismogenic structure)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경주지역의

세 가지 지진학적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즉 최대

역사지진과 단층의 길이와 단층변위 자료를 활용한다. 

Lee and Na (1983)는 신라시대 경주에서 발생한 파괴적 역

사지진 중 가옥이 무너져 사망자가 발생한 지진들과 지면이

파열되고 지하수가 용출한 7개 지진들의 MMI를 IX로 평가하

였다. 이 중 가장 임명피해를 준 것은 779년 3월에 발생한 것

으로 집들이 무너져 100명이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Lee and Yang (2006)은 이 진진들의 MMI를 VIII ~ IX로 평

가하였다. 역사지진들이 진도평가에 보통 ± 1 계급의 오차가

인정된다. 이번 경주지진의 진도는 MMI VI이였고 건조물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한 예가 없다. 그러나 779년의 지진을

포함하여 100년, 304년, 510년에 발생한 지진들의 경우 집들

이 무너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를 고려할 때 이들 지진의

MMI는 IX로 평가하는 것이 최대지진의 평가에 부합하다고

생각된다. Lee and Lee(2003)는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들

의 규모(ML)와 진도(MMI) I0와의 다음 관계식을 결정하였다.

ML = 1.75 + 0.58I0 (1)

이 관계식에서 MMI IX에 해당하는 규모는 7.0이 된다.

Lee and Jin (1991)은 양산단층을 지진활동이 각기 다른 3개

의 구역(segment), 즉 북부, 중부 및 남부 구역으로 구분하였

다. 경주는 이 중 중부지역에 위치하며 이 구역의 연장은 80

km이고 이 구역에서 발생한 최대지진은 MMI IX 지진이다.

Wells and Coppersmith (1994)는 전 세계의 지진자료에 근거

하여 단층파쇄대의 길이(L)와 규모와의 다음 경험식을 도출하

였다.

M = 5.08 + 1.16 log L (2)

식 (2)에 L = 80 km를 대입하면 M = 7.3이 나온다. 특정

단층 구역의 지진활동은 대체로 그 구역에 제한된다. 따라서

경주를 포함한 양산단층 중부구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한 단

층면의 파열이 이 구역의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여겨진다. 

Kyung (2010)은 양산단층에서 발생한 고지진들(paleoearth-

quakes)의 자료에 근거하여 단층변위와 규모와의 여러 경험식

들을 종합하여 양산단층의 최대지진의 규모를 6.8로 추정하였

다. 역사지진과 마찬가지로 고지진 자료에서 평가되는 최대지

진은 실제 최대지진의 하한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상의 결

과를 종합할 때 경주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은 규모

7.3의 지진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재현간격

특정 규모의 지진들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현간격

(recurrence interval)은 이 지진들의 규모-빈도의 관계식에서

결정된다. 보통 이 규모-빈도의 관계식은 다음의 Gutenberg-

Ricter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Log N = a – bM (3) 

식 (3)에서 a와 b는 그 지역의 지진활동의 특성을 반영하는

상수들이다. 

한편 Swartz and Coppersmith (1984)는 단층의 지진활동에

대한 다음 이론을 제시하였다. 즉 특정 단층들은 그 단층 고유

의 최대지진에 근접한 좁은 규모 범위의 지진들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고 이 지진들이 특성지진들(characteristic earth-

quakes)이 된다. 이 경우 특성지진들보다 작은 규모의 지진들

은 특성지진들의 여진의 형태로서 발생하게 된다. 만약 특성지

진의 모델이 적용된다면 규모-빈도에 관한 Gutenberg-Ricter

방정식은 규모의 전 범위에 걸쳐 적용되지 않는다. 즉 특성지

진들의 발생빈도는 작은 지진들에 대한 Gutenberg-Ricter 방정

식의 외삽(extrapolation)으로 나타낼 수 없다 특성지진에 인접

한 지진들에는 작은 규모 지진들보다 더 작은 b값이 적용된

다(Fig. 4). Gutenberg-Richter 관계식은 다수의 단층들을 포함

하는 지역의 지진통계에 적합하고 특성지진 모델은 한 단층이

Fig. 4. Diagrammatic cumulative frequency-magnitude recurrence

relationship for an individual fault or fault segment. Above

magnitude M' a low b value (b') is required to reconcile the small-

magnitude recurrence with geologic recurrence, which is

represented by the box (after Schwartz and Coppersmith,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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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층 구역에 적합하다는 주장들이 제기 되었으나

(Wesnouski, 1994; Stirling and Zuniger, 2017) 아직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경주지역은 다수의 단층들이 존재함으로 잠정적으로 규모-

빈도의 관계에 Gutenberg-Ricter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진자료가 문제가 되는데 한반도의 지진자료 중 가장

완전한(complete) 자료가 1978년 이후 기상청 자료이다. 이 자

료에 대하여 최우도 방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적

용하여 규모-빈도 관계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Lee, 2017).

Log N = 4.33 − 0.93 M (4)

Fig. 5는 이 관계식을 보여준다. 이 관계식으로부터 경주지

역 최대지진인 규모 7.3의 재현간격을 구하면 11,000년이 된

다. 이 지역의 건조물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규모 5.0,

6.0 및 7.0을 초과하는 지진들의 재현간격은 각기 80, 670, 그

리고 5,900 년이 된다. 

그러나 이 재현간격들은 자료의 불완전성 때문에 지난 2000

여년의 지진자료 중 역사지진 자료(2년 ~ 1905년)와 계기지진

자료의 일부(1945년 ~ 1977년)가 배제된 자료에 근거한 잠정

적인 수치임에 유의해야 한다. 판내부 지진활동은 대체로 최소

한 천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활성화된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지난 2000년에 걸쳐 15 ~ 18세기에 이례적으로 높은 지진활

동이 발생했다(Lee and Yang, 2006). 불완전한 역사지진자료

와 계기지진자료를 포괄하여 한반도 지진활동의 통계적 특성

을 밝히는 것은 앞으로 한반도의 지진학계가 해결해야 할 과

제라고 생각한다. 또 경주지역에서 신라시대에 발생한 MMI

IX의 지진들은 이 지진들이 특성지진임을 시사한다고 생각된

다. 이 경우 이 지역에서 발생할 규모 5.0을 초과하는 지진들

의 재현간격은 특성지진의 모델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의 연계성

국내 일부 지진학자들이 이번 경주지진이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규모 9.1의 동일본 대지진 또는 동북지진과 연관되어

여진의 형태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음의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첫째, 여진은 본진과 지체구조적인 연관성이 있는 곳에서 발

생한다. 경주지진은 동북지진이 발생한 일본해구와 어떤 구조

적인 연관성이 없는 한반도의 양산단층에서 발생했다. 둘째,

일본 동북지진의 진앙인 일본해구와 경주지진의 진앙인 양산

단층은 수평적으로 천 km 이상 떨어져 있고 그 중간의 일본

열도와 동해에 수많은 활성단층들이 존재한다. 만약 경주지진

이 일본 동북지진의 영향으로 발생했다면 그 중간 지역 활성

단층들의 지진활동이 필연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동북

지진이 발생한 2011년 3월과 경주지진이 발생한 2016년 9월

사이에 이 활성단층들의 지진활동이 활발해진 어떤 증거도

없다. 

이번 경주지진을 포함한 한반도의 지진활동은 본질적으로

판내부 지진활동(intraplate seismicity)으로 일본 열도의 판경

계 지진활동(interplate seismicity)과 다른 범주에 속한다. 따라

서 이를 구분하여 논의해야 한다. 만약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면 한반도 지진활동은 일본열도 지진활동과 연계된 매우 복잡

한 현상이 되어 그 실제적인 연구에 일본열도의 지진활동을

고려해야하는 불필요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결 론

2016년 9월 12일 시작한 규모 5.8의 본진을 포함한 일련의

지진은 한반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감지되었으며 본진은

1905년 한반도에서 지진관측이 시작한 이래 반도 남부에서 발

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다. 이 지진들은 1983년 양산단층

이 활성단층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이래 우리나라 지구과학계

에서 오랜 기간 주요 논쟁의 주제가 되어온 양산단층의 활성

문제에 대해 이 단층이 명백한 활성단층인 증거를 보여주었다.

경주지진들의 전진, 본진, 여진들의 평균 깊이는 상부지각과

하부지각을 구분하는 콘래드 불연속면이 존재하는 않은 한반

도의 지각모델을 이용하면 12.9 km로 추정되며 콘래드 불연

속면이 존재하는 IASP 91 reference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된

평균깊이에 비하여 2.8 km 낮다. 규모 5.8인 경주지진의 수정

메르칼리 진도(MMI)는 VI이며 1978년 10월 7일 발생한 규모

5.0의 홍성지진의 MMI VIII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 이상한 현

상은 경주지진이 홍성지진 보다 더 깊은 곳에서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고 여겨지며 앞으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의

깊이를 한반도 지각구조에 적합한 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해야

Fig. 5. Magnitude-frequency relation for the earthquakes of the

Gyeongju area from 1978 to 2016 by the maximum-likelihood

method (after Le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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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경주지진들이 지표가 아닌 10 km 이하의 깊이에서 발생하

는 것은 이 지역의 심부 활성단층들의 분포가 지표 단층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지질, 지진 및 물리탐사의 영역에서 공동

으로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연관성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앙들의 위치가 특정 지표단층과 연관된다고

해서 그 지진들이 그 단층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

류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정확한 진술은 지진들이 특정 단

층 하부의 어느 깊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될 것이다.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역사 및 계기지진들의 분포는 양산단

층과 인접 부수 단층들을 포함한 양산단층계가 광범위한 파쇄

대임을 보여준다. 이는 이 파쇄대에서 어느 지점에서도 넓은

범위의 지진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규모 5.8의 본진

을 포함한 경주지진들의 진앙분포는 양산단층을 포함한 몇 단

층들이 이 지역에 집결된 응력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참여하였

음을 보여준다. 이 까닭으로 경주지진들의 여진이 장기간 지속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는 앞으로 이 지역에서 규모 6.0에 이르

는 지진이 발생할 때 더 많은 단층들에서 더 긴 기간에 걸쳐

여진들을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주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지진은 이 지역의 지진발생

구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 신뢰성 있는 추정이 어렵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자료에 근거해 잠정적으로 추정한 최

대지진의 규모는 7.3으로 여겨진다. 한반도의 지진자료에서 가

장 완전한 1978년 이후의 자료에 근거해 경주지역 지진들의

규모-빈도에 대한 Gutenberg-Richter 관계식을 이용하여 건조

물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규모 5.0, 6.0, 7.0의 지진들의

재현간격은 각기 80년, 670년, 5,900년으로 추정된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과 2011년 3

월 11일 규모 9.1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일본해구는 지체

구조적 연관성이 없고 또 일본해구와 양산단층 사이에 위치한

일본열도와 동해에 존재하는 수많은 활성단층들의 지진활동이

이 기간에 증가했다는 지진학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서로 무

관하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경주지진은 본질적으로 판내부지

진이고 일본해구에서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판경계지진임으

로 이를 연관시키는 것은 지진학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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