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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conducted the 6th underground nuclear test at the Punggye-ri

underground nuclear test site on September 27, 2017 12 hours 30 minutes of Korean local time. Comprehensive

Nuclear-Test Ban Treaty Organization (CTBTO) under U.N. announced the body wave magnitude of the event was

mb 6.1 while U.S. Geological Survey (USGS)’s calculation was mb 6.3. In this study, the differences of the

magnitude estimates were investigated and verified. For this purpose, a source scaling between the 5th and 6th event,

which’s epicenters are 200 meters apart, was performed using seismic data sets from 30 broadband stations. The

relative amplitude variations of the 6th event compared to the 5th event in the frequency domain was analyzed

through the scaling. The increased amount of the bodywave magnitude mb for the 6th event was calculated at 1 Hz,

which was compared to those from USGS and CTBTO’s cal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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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한민국 지역시간으로 2017년 9월 3일 12시 30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6차 지하핵실험

을 실시하였다. 북한 6차 핵실험의 실체파 규모 측정에 있어서 미국지질조사국은 mb 6.3으로 발표한 반면 UN 산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는 mb 6.1로 발표하여 상이한 값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모의 차이를 규명

하고 규모계산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진앙이 200 m 상호 이격된 5차 핵실험과 6차 핵실험의 지진원 상대

비율을 30개 광대역 지진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지진원 상대비율 측정을 통해 5차 핵실험에 대비한 6

차 핵실험의 진폭변화가 주파수 영역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고 실체파 규모 계산의 기준이 되는 1 Hz에

서의 실체파 규모 mb의 증가량을 계산하였고 이를 미국지질조사국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에서 발표한 북한 5차

핵실험 대비 6차 핵실험의 실체파 규모 증가량과 비교하였다.

주요어 : 북한 6차 지하핵실험, 실체파 규모, 지진원 상대비율, 미국지질조사국,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기구

1. 서 론

초기의 리히터 규모 (Richter Magnitude)는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표준화된 단주기 Wood-Anderson

지진계망으로 측정된 최대 진폭 값들로부터 계산되었고

ML 혹은 ML로 표기되었다 (Bormann et al., 2013).

규모의 개념은 장주기를 포함하는 표면파 규모 Ms와

원거리 지진의 실체파 규모 mB와 mB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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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tenberg 1945a-1945c). 1969년 WWSSN (World

Wide Standardized Seismograph Network)의 설치이

후로 단주기 수직성분 P파를 이용한 실체파 규모를 결

정하는 것이 관례화되었고 이를 mb 혹은 mb로 표기하

게 되었다.

실체파 규모를 위한 계산식 중 P파를 이용한 일반

적인 계산식은 식 1과 같다 (Gutenberg and Richter,

1956):

(식 1)

(A: P파의 변위진폭, T: 주기, Q(Δ, h): 진원거리와

깊이에 따른 거리 보정계수)

mb는 P파의 변위진폭, P파의 주기 및 지진원거리와

진앙의 깊이의 함수인 지진원의 거리와 깊이에 의해

결정되는 거리보정 계수 Q로 표현된다. 거리보정 계수

Q의 적용에 있어서 미국지질조사국 (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은 실체파 규모 측정에 자

연지진과 인공지진 구분 없이 Gutenberg and Richter

(1956)가 제시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지질자원

연구원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CTBTO; Com-

prehensive Nuclear-Test Ban Treaty Organization)

는 핵실험의 실체파 규모계산에 있어서 Veith and

Clawson (1972)이 제시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 지역시간으로 2017년 9월 3일 12

시 30분 00초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북한 핵실

험장에서 6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북한 6차 핵실험

은 북한이 2006년부터 시행한 역대 핵실험 중 가장

큰 핵실험으로서 이로 인한 지진파형은 한반도 내 지

역 지진 관측망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지진관측망에

명확히 탐지되었다. 이 핵실험에 대한 규모 계산에 있

어서 USGS는 실체파 규모 mb 6.3으로 발표하였고

(USGS, 2017), UN 산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CTBTO는 실체파 규모 mb 6.1로 발표함으로써 실체

파 규모값이 상이함을 보여 주었다 (CTBTO, 2017).

따라서, 이러한 규모계산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규모

계산의 정확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요망된다.

본 논문에서는 USGS와 CTBTO가 제시한 북한 6

차 핵실험의 규모 값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 5차 핵실험의 진앙과 근거리에 위치한 6차

핵실험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진원 상대 크기 측정법을

적용하여 북한 5차 핵실험 대비 6차 핵실험의 주파수

영역에서의 진폭변화특성 및 실체파 규모의 상대적 증

가량을 계산하고 이를 USGS 및 CTBTO의 규모 증

가량과 비교함으로써 검증을 실시하였다. 

2. 연구지역 및 연구자료 

북한 핵실험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위치하

며 기반암은 중생대 백악기 불국사 화강암으로 구성되

어 있다 (Lee, 1988). 북한은 미국의 네바다 핵실험장

같이 퇴적암이나 응회암과 같은 암석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공극률이 낮고 압축강도가 높은 매질 특성을 갖

는 화강암 지역을 핵실험장으로 사용함으로 지하 핵실

험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을 억제하고자 하였음을 유추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런 특성을 갖는 풍계리 핵실험

장에서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1년의 기

간 중 6차에 걸친 지하 핵실험을 시행하였다. 매 번의

핵실험에 의해 발생된 지진파형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 운영하는 광대역 지진관측망 및 중국 국제 협동관

측소에 높은 신호 대 잡음비 (SNR; Signal to Noise

Ratio)로 기록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운영하는

국내 광대역 지진관측소 자료 중 26개 관측소 자료와

중국 국제 협동관측소 중 4개 관측소 광대역 관측소

자료 등 총 30개 관측소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mb

A

T
---
⎝ ⎠
⎛ ⎞log Q Δ, h( )+=

Fig. 1. The location of the 30 Broadband stations used for

source scaling is illustrated with blue triangle. The black

square represents DRPK‘s Punggye-ri underground nuclear

tes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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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30개 관측소는 지진계로부터 생산되는 아날로

그 신호를 초당 20 샘플과 100 샘플의 이산신호로 전

환 후 유선통신을 통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송신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초당 20 샘플 이산신호 자료를

지진원 상대 크기 측정에 이용하였다.

3. 자료처리

북한 4차 핵실험과 6차 핵실험에 의한 지진파형의

상호상관법 (Waveform cross-correlation)을 적용하였다

(Kim, et al., 2013). 이에 의해 4차 핵실험 진앙 대비

6차 핵실험의 상대적인 위치가 결정되었고 북한 6차

핵실험의 진앙은 5차 핵실험 진앙에 대비하여 북쪽으로

200 m 이격되었음이 계산되었다 (Park et al., 2017).

지진파형은 시간영역에서는 지진원함수, 전파경로함

수, 계기함수의 convolution으로 표현되고 이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 시에는 지진원함수, 전파경로함수, 계기

함수의 곱으로 표현된다. 북한 5차, 6차 핵실험은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실시되어 지진원에서 지진관측소까지

지진파의 전파경로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영역에서 지진파의 스펙트

럼비를 계산 시, 전파경로 및 지진계 응답함수가 상쇄

되므로 지진원의 상대적 크기가 계산가능하다 (수식 2).

(수식 2)

(Sig[ω] : 주파수 영역에서의 신호, S[ω] : 주파수

영역에서의 지진원함수, G[ω] : 주파수 영역에서의 전

파경로함수, I[ω] : 주파수 영역에서의 계기함수)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30개 지진관측소에서

북한 5차, 6차 핵실험에 의해 기록된 지진파형의 수직

성분 중 파워스펙트럼 계산을 위해 P파의 초동부터

6.5초까지의 파형을 취하였다 (Fig. 2). 지진파형의 P파

만을 취한 일차적 이유는 실체파 규모계산에 있어서 P

파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며 더불어 발파 지진원 이외에

이차적인 영향력을 포함하지 않기 위함이다. 예를 들

어 Lg파는 발파 후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spall에 의한

에너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바 이와 같은 이

차적 지진원에 의한 영향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Patton et al., 1995). 

30개 관측소에 대한 5차 및 6차 핵실험의 P파 파형

30개 쌍의 자료를 푸리에 변환 (Fourier Transform)하여

파워스펙트럼을 구하였다. 다음 단계로 주파수 영역에서

5차 핵실험 대비 6차 핵실험의 스펙트럼 비를 구하고

30개 스펙트럼비의 Ensemble Median을 취함으로 주파

수 영역에서 지진원의 상대적 크기 (source scaling)를

계산하였다. Ensemble Mean대신 Ensemble Median

을 취함은 outlier에 의한 왜곡을 회피하고 분석에 사

용된 자료의 적정한 중간 값을 대표하는 스펙트럼을

추출하기 위함이다. 30개 관측소에 기록된 북한 5차

및 6차 핵실험의 30개 쌍의 스펙트럼비가 구하여졌고

이에 대한 Ensemble Median이 추출되었다 (Fig. 3).

Sig ω[ ]6차
Sig ω[ ]5차
---------------------

S ω[ ]6차G ω[ ]I ω[ ]

S ω[ ]5차G ω[ ]I ω[ ]
---------------------------------------

S ω[ ]6차
S ω[ ]5차
----------------= =

Fig. 2. An example of seismic waveform pairs from DPRK’s 5th and 6th underground nuclear tests is shown, which was the

recording at the station CHNB. Top trace is the waveform recorded from the 5th test while bottom trace is the one from the 6th

test. First 6.4 seconds of waveform is chosen for power spectrum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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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토의

Ensemble Median의 특징을 살필 때, 3 Hz 이상의

상대적 고주파 영역에서 5차 핵실험 대비 6차 핵실험

의 상대적 진폭 크기는 3배, 2 Hz에서는 7배, 1 Hz에

서는 12.6배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 Hz 이하의 저주파 영역에서의 지진원 상대 크기는

3 Hz 이상의 지진원 상대 크기보다 2배 이상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스펙트럼비의 특성으로부

터 6차 핵실험을 5차 핵실험과 비교 시 저주파 영역에

서 진폭비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체파 규모 mb의 측정 기준이 되는 1 Hz에서의 6

차 핵실험의 진폭에 대해 스펙트럼비를 이용하여 상대

적인 진폭 증가량을 구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mb

를 계산할 수 있다 (수식 3).

(수식 3)

위에서 기술한 지진원의 상대적 크기 측정과정에서

북한 5차 핵실험 대비 6차 핵실험의 진폭비가 1 Hz에

서 12.6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북한

5차 핵실험 mb 대비 1.1의 규모 상승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규모 상승이 USGS와 CTBTO의 북한 6

차 핵실험 규모계산 결과와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다.

Murphy and Barker (2003)는 Gutenberg and Richter

(1956)에 의해 제시된 실체파 규모와 Veith and

Clawson (1972)에 의해 제시된 실체파 규모를 상호

대비하였다. 두 방법 간의 대비를 분석할 때, Veith

and Clawson 방식 기준으로 규모 5.5 미만에서는

Gutenberg and Richter 방식의 규모계산이 Veith

and Clawson 방식에 의한 것보다 약 0.3이 크게 계산

되고, 규모 5.5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확대됨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제시에 의하면 USGS의 mb 6.3은

CTBTO의 mb 5.7에 해당된다. 그러나, CTBTO는 북

한 6차 핵실험의 규모를 mb 6.1로 최종 발표함으로써

Murphy and Barker (2003)가 제시한 대비에 의한

규모 차이보다도 더 큰 값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북한 5차 핵실험 대비 6차 핵실험

의 mb가 상대적으로 1.1이 증가되어야 함이 확인되었

다. 이는 Murphy and Barker (2003)의 대비에 근거

한 CTBTO의 북한 6차 핵실험규모 mb 5.7과 5차 핵

실험 규모 mb 5.0의 차이 0.7보다 0.4가 큰 값이다.

mb6차 mb5차–
A6차

T
--------
⎝ ⎠
⎛ ⎞log Q Δ, h( )

A5차

T
--------
⎝ ⎠
⎛ ⎞log Q Δ, h( )+–+=

mb 6차( ) mb 5차( )

A6차

A5차

--------
⎝ ⎠
⎛ ⎞log+=

Fig. 3. Source scaling result is illustrated. Spectral ratios in green represent source scaling of the 30 pairs of vertical

component from the 30 broadband stations while the ensemble median of these is shown with red.

Table 1. Bodywave magnitude (mb) estimates on the DPRK’s 5th an 6th nuclear tests

Organization mb (5
th) mb (6

th) mb difference between the 5th and 6th test

USGS 5.3† 6.3† 1.0

CTBTO 5.0‡ 6.1‡ 1.1

†: USGS (2017)

‡: CTBT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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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GS와 CTBTO의 북한 5차 대비 6차 핵실험 규모

상승치를 비교 시 USGS는 본 연구결과보다 0.1이 부

족한 실체파 규모 1.0의 규모 상승이 있는 반면

CTBTO의 경우는 1.1의 규모상승을 발표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Table 1). USGS의 계산결과가 상

대적으로 낮게 계산된 이유는 규모계산식의 거리보정

계수 Q의 적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진원깊이가 깊은

Gutenberg and Richter (1956) 방식을 따름에 기인한

다고 판단된다. 반면, 인공지진과 같이 진원 깊이가 상

대적으로 낮은 지진에 대해 Veith and Clawson 방식

(1972)이 제시한 Q 값을 채택한 CTBTO의 계산은 북

한 6차 핵실험에 대해 적절한 규모를 계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북한은 대한민국 지역시간으로 2017년 9월 3일 12

시 30분 00초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북한 핵실

험장에서 6차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이 핵실험은 북한이

2006년부터 시행한 역대 핵실험 중 가장 큰 핵실험이

었다. 이 핵실험의 실체파 규모 계산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규모계산의 정확성에 대한 규명이 요망되었다.

이러한 규명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북한 6차 핵실험

의 상대적 위치가 5차 핵실험 대비 북쪽으로 200 m

이격되어 5차 핵실험 위치에서 근거리에서 수행되었음

을 근거로 북한 5차, 6차 핵실험의 주파수 영역 스펙

트럼비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 지진원의 상대적 크기를

계산함으로써 실체파 규모의 상대적 증가분을 계산하

였다. 북한 5차 핵실험 대비 6차 핵실험의 상대적 크

기는 3 Hz 이상의 고주파 영역에서 3배, 2 Hz에서는

7배, 1 Hz에서는 12.6배로 증가하였다. 2 Hz 이하의

저주파 영역에서의 지진원 상대 크기는 3 Hz 이상의

지진원 상대 크기보다 2배 이상 크고 저주파 영역으로

갈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체

파 규모 mb 계산의 기준이 되는 1 Hz에서의 진폭비

가 12.6배였고 이는 상대적으로 1.1의 규모 상승에 대

당한다.

본 연구에서 계산된 상대적 mb 증가량 1.1을 USGS

및 CTBTO의 mb 증가량과 비교 시 USGS의 규모 증

가량은 0.1이 낮았고 CTBTO의 증가량은 본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 USGS의 계산결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계산된 이유는 규모계산식의 거리보정계수 Q의 적용

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진원깊이가 깊은 Gutenberg

and Richter (1956) 방식을 따름에 기인한다고 판단되

며 반면에 인공지진과 같이 상대적 진원깊이가 낮은

경우에 적용되는 Veith and Clawson 방식 (1972)을

Q 값으로 채택한 CTBTO의 6차 핵실험 규모계산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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