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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edict the earthquake magnitudes which were recently occurred in Gyeongju and Pohang,
using statistical methods based on historical data. For this purpose, we use the five-year block maximum data
of 1392∼1771 period, which has a relatively high annual density, among the historical earthquake magnitude
data of the Chosun Dynasty. Then, we present the prediction and analysis of earthquake magnitudes for the
return level over return period in the Chosun Dynasty using the extreme value theory based on the distribution of
generalized extreme values (GEV). We us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 and L-moments estimation
for parameters of GEV distribu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also demonstrates via the goodness-of-fit tests that
the GEV distribution can be an appropriate analytical model for these historical earthquake magnitud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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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지진(earthquake)은 단층 면에서 순간적으로 변위가 발생하여 지각 내 저장되어 있던 응력이 탄성 진동 에너
지로 바뀌어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어 지진파로 인해 지진 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면 사회, 경제 전반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2016년 경주에서 5.8 규모의 지진과 2017년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지역 사회의 경제에 직·
간접적으로큰피해를입혔다.이와같은규모가큰두지진은조선시대(1392∼1896년)에서자료의밀집도가
상대적으로높은 1392∼1771년을고려한경우 1771년(조선시대)으로부터약 245년후발생하였고,이러한사
실에입각하여역사지진자료를토대로지진규모를예측하는것은통계적분석및예측문제에서매우중요할

것이다.
지진은관측된상황에따라역사지진과계기지진으로구분되며,그중역사지진은경험또는전문(傳聞)

을 통해서 기록되어왔다. 한국은 1978년 이후로 계기지진 정보가 축적되기 시작해왔지만, 큰 규모의 지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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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주기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계기지진만으로는 지진의 발생빈도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역

사지진에대한연구가진행중이며그결과로인하여역사지진자료의정리,진앙의추정,발생빈도의확인등
다양한성과를거두었다 (KMA, 2012).삼국사기,고려사,조선왕조실록등의전문(傳聞)을통해역사지진은
시점, 위치(위도/경도 추후 환산), 피해 등을 서술한 내용을 통하여 진도/규모로 환산한다. 지진을 포함한 자
연현상의위험성(홍수,최대풍속,최대기온등)을평가하는데일반화극단값(generalized extreme value, GEV)
분포가유용하게사용되어왔다 (Nadarajah와 Choi, 2007; Ryu등, 2016; Heo, 2016; Ha등, 2020).이러한극단
값이론에근거한지진의위험성에대한선행연구가또한진행되어왔다 (Pisarenko등, 2010; Bae등, 2018).
특히최근에 Ha등 (2020)은한국을비롯한주변국 (일본,중국,대만)에서계측된지진규모자료를이용하여
각국가별로앞으로 100년이내재현기간별지진규모를예측하기위해 GEV분포의적절성을제시하였다.

본논문에서는 GEV분포를사용하여한국의조선시대(1392∼1896년)에대한재현기간별지진규모예측
및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상청 (KMA, 2012)에서 구축한 한국의 1392년부터 1771년까지의
역사지진자료를사용한다.특히본논문에서는 GEV분포를사용하기위하여블록최댓값(block maxima)즉
5년별 최댓값 자료를 사용한다. GEV 분포의 모수 추정을 위해 최대 가능도(maximum likelihood, ML) 추정
법과 순서통계량들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확률가중적률법인 L-적률(L-moments; Hosking, 1990)
추정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두 가지 추정법의 결과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도 검정(goodness-of-fit
test)을 통해 GEV 분포 사용의 타당성을 보인다. 최종 분석결과, 조선시대의 재현기간에 따른 재현 수준에
근거하여 최근의 규모가 큰 경주와 포항지역의 두 지진규모를 예측하였으며, 이는 다소 과대추정되었지만
역사지진자료를토대로두지진을예측한것은매우새로운발견으로사료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절에서는 본 연구방법을 위한 배경지식인 GEV 분포 및 적합도 검정
법을 간략히 설명하고, 제 3절에서는 역사지진 자료소개 및 기초분석을 제시한다. 제 4절에서는 최종 분석
결과를제시하고,마지막으로제 5절에서는결론및향후연구과제를제시한다.

2. Generalized extreme value분포를이용한통계적분석방법

2.1. Generalized extreme value분포

극단치를모형화하는대표적인방법은블록최댓값모형이며,블록최댓값은일정단위기간동안의최댓값,
즉동일하게독립적으로분포하는최댓값들이나타내는확률분포를이용하는방법이다.극단치이론에따르
면표본이증가할수록최댓값의분포는점근적으로 GEV분포로수렴한다 (Fisher와 Tippet, 1928).단위기간
동안의 최댓값을 이용한 GEV 분포는 Jenkinson (1955)에 의해 제안되었다. GEV 분포의 누적분포함수 G(z)
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G(z) = exp
−{1 + ξ

( z − µ
σ

)}− 1
ξ

 , Z = 1 + ξ
( zi − µ

σ

)
> 0.

여기서 µ는위치모수(location parameter), σ는척도모수(scale parameter), ξ는형상모수(shape parameter)이다.
Jenkinson (1955)에의하면, GEV분포는형상모수의크기에따라 ξ > 0일때 Frechet분포, ξ < 0일때Weibull
분포 그리고 ξ = 0일 때 Gumbel 분포가 된다. 본 논문에서 GEV 분포 모수 추정에 대해 먼저 ML 추정법을
사용하였고,블록의개수가 m일때 ξ , 0인경우 GEV분포의로그가능도함수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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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 = 1, 2, . . . ,m 에 대해 1 + ξ(zi − µ)/σ > 0이다. 또한 ξ = 0인 경우 GEV 분포의 로그가능도함수는
다음과같이주어진다.

`(µ, σ) = −m logσ −
m∑

i=1

log
( zi − µ

σ

)
−

m∑
i=1

exp
[
−

( zi − µ

σ

)]
.

2.2.재현수준

극단 사건의 분석에 있어서, 언제 그 사건이 발생하는지(재현주기, return period)와 그 사건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재현수준, return level)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진과 같이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얼마나큰사건이일어날지에대한문제는재현수준(return level)을통해평가할수있다 (Ryu등, 2016).일반
적으로어떤지진규모의크기가평균 T년동안한번이상발생하면재현기간(return period) T년을가진다고
한다. 어떤 확률변수 Z에 대해 재현기간이 T년인 재현수준은 P(Z ≥ zT ) = p = (1/T )를 만족하는 분위수
(quantile) zT이다.확률변수 Z가 GEV(µ,σ,ξ)분포를따르는경우,재현수준 zT는다음과같이추정된다 (Coles
등, 2001).

ẑT =


µ̂ − σ̂

ξ̂

[
1 −

{
− log

(
1 − 1

T

)}−ξ̂]
, if ξ , 0

µ̂ − σ̂ log
{
− log

(
1 − 1

T

)}
, if ξ = 0

(2.1)

재현수준에대한신뢰구간은델타방법(delta method)으로 ẑT의근사적분산을계산하여구할수있다 (Ha등,
2020).

2.3.모형의적합도검정

본 논문에서는 대상 지진자료로부터 얻어지는 경험적 분포(empirical distribution)와 우리가 가정한 GEV 확
률분포가얼마나잘일치하는가를검정하기위해다음과같은세가지적합도검정법들(goodness-of-fit tests)
을실시하였다.

(i) Kolmogorov-Smirnov검정(KS test; Smirnov, 1939)

(ii) Anderson-Darling검정(AD test; Anderson과 Darling, 1952)

(iii) Cramer-Von Mises검정(CVM test; Anderson, 1962)

3.자료소개및기초분석

3.1.자료설명

지진은 관측된 시기에 따라 역사지진과 계기지진으로 구분되며, 그 중 역사지진은 경험 또는 전문을 통해서
기록되어왔다.한국은 1978년이후로신뢰할만한계기지진정보가축적되기시작해왔지만,큰규모의지진
은 상대적으로 재발주기가 길기 때문에 계기지진만으로는 지진의 발생빈도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역사지진에대한연구가진행중이며그결과로인하여역사지진자료의정리,진앙의추정,발생빈도의확인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한국의 자료는 시계열적으로 정리하기 쉬운 상황이다.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의 전문을 통해 역사지진은 시점, 위치(위도/경도 추후 환산), 피해 등을 서술한 내용을 근
거로 하여 역사기록에 기초하여 도출된 진도(intensity)를 규모(magnitude)로 기상청에서 환산한 값들을 본
논문에서는분석에사용하였다 (KM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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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atistical map for earthquake magnitudes (1-years maximum) during the Chosu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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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Histogram for earthquake magnitudes (5-years maximum) of 1392∼1771 period during the Chosun
dynasty.

본 논문에서는 GEV 분포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한반도 역사지진 목록 작성 사업을 수행한 기
상청 (KMA, 2012)에서 제시한 역사지진 자료 중에서도 조선시대(1392∼1896년)의 연별 최대 규모 자료를
이용하였다. Figure 1은조선시대의연별최대규모자료를지도에표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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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ime series plots for earthquake magnitudes (5-years maximum) of 1392∼1771 period during the
Chosu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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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ime series plots for earthquake magnitudes (5-years maximum using jitter) of 1392∼1771 period
during the Chosun dynasty.

3.2.기초분석

조선시대의역사지진자료구조를탐색한결과자료가없는연도가많아 1년단위의블록최댓값을적용할수
없다.따라서연단위에서자료의밀집도가상대적으로높은 1392∼1771년데이터를활용하여 5년블록최댓
값들을 이용하였다. Figure 2와 Figure 3은 1392∼1771년 자료의 5년 블록 최댓값 자료를 각각 히스토그램과
시계열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Figure 3에서확인할수있듯이역사문헌에의존하여기록된자료의특성상
동점인 지진규모가 많아 통계 모형으로 다루기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igure 4에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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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three test statistics (KS, AD, CVM) and p-values of goodness-of-fit tests for GEV distribution of
earthquake magnitudes (5-years maximum) during the Chosun dynasty

KS AD CVM
Test statistic 0.066 0.052 0.342

p-value 0.873 0.484 0.472

Table 2: Estimation of parameters and 95% confidence interval (CI) in the GEV distribution for earthquake
magnitudes (5-years maximum) during the Chosun dynasty

Method
µ̂ σ̂ ξ̂

Est. CI Est. CI Est. CI
ML 4.766 (4.539, 4.993) 0.887 (0.720, 1.054) –0.286 (–0.479, –0.093)

L-moments 4.730 (4.510, 4.945) 0.888 (0.718, 1.047) –0.218 (–0.373, –0.065)

Table 3: Prediction of return level and 95% confidence interval (CI) according to return period for earthquake
magnitudes (5-years maximum) during the Chosun dynasty

Method Return period Return level (confidence interval)

ML

10 years (2 blocks) 5.075 (4.841, 5.309)
50 years (10 blocks) 6.238 (5.981, 6.495)
100 years (20 blocks) 6.541 (6.227, 6.856)
250 years (50 blocks) 6.852 (6.415, 7.288)

L-moments

10 years (2 blocks) 5.043 (4.813, 5.278)
50 years (10 blocks) 6.310 (5.999, 6.592)
100 years (20 blocks) 6.672 (6.299, 7.031)
250 years (50 blocks) 7.064 (6.581, 7.599)

바와 같이 자료 값에 약간의 노이즈를 추가하는 지터(Jitter)를 통하여 동점인 자료들을 다룰 수 있게 하였다
(Zhang, 2007; Nourani등, 2021).

4.분석결과

4.1.정상성경향검토

본논문에서는분석자료로조선시대의 1392∼1771년동안의 5년최대규모자료를사용하였고,총빈도수는
76개이다.먼저,최대규모자료는시계열자료이므로시간에따른경향성분석을위해 Kendall의 tau통계량
을이용한만-켄달검정법(Mann-Kendall test)을실시하였다.일반적으로사용되는유의수준 0.05를기준으로
검정(H0 : 단조 추세가 존재하지 않는다)한 결과, 만-켄달의 검정통계량 값은 0.038(p-value=0.631)로 단조
추세가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자기상관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 ACF)를 분석한 결과(not shown), 자
료의각시차간유의한차이가없어서시계열적인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
다.따라서본논문에서는시간(time)과같은특별한공변량(covariate)을확률분포에반영하지않고정상성에
기초한자료분석을실시하고자한다 (Heo, 2016; Ha등,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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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EV quantile plot for earthquake magnitude (5-years maximum) during the Chosun dynasty by M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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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ime series plots for earthquake magnitudes (5-years maximum) during the Chosun dynasty by L-
moments.

4.2.모수추정및적합도검정

조선시대의 5년 최대 규모 자료가 GEV 분포를 만족하는지 검정하기 위하여 2.3절에서 언급한 KS test, AD
test, CVM test를 통하여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모형 적합도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즉,
연구 대상이 되는 지진 규모 자료는 모두 GEV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Figure 5와 Figure 6의 분위수
그래프(quantile plot)를 통해서도 그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는 GEV 분포에 대한 ML-추정법과 L-
적률 추정법을 이용한 5년간 블록의 모수 추정값과 신뢰구간을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두 추정 결과는
유사하게나타났다.여기서위치모수 µ,척도모수 σ그리고형상모수 ξ에대해두방법모두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나지만,이러한세추정값들은 (2.1)식에있는재현수준의추정에중요한영향을줄
수있다.이를부연설명하면다음과같다.

(i) 위치모수 µ는분포의위치변화를나타내며, Table 2에서 µ의추정값은유의하게양의큰값이므로재현

수준의증가에크게영향을미침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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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turn level and 95% confidence interval (CI) according to return period for earthquake magnitudes
(5-years maximum) during the Chosun dynasty by M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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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eturn level and 95% confidence interval (CI) according to return period for earthquake magnitudes
(5-years maximum) during the Chosun dynasty by L-moments.

(ii) 척도모수 σ와형상모수 ξ는각각분포의퍼짐성과형태변화를나타내며,이러한두추정값은재현수준
의산포에영향을미칠수있다.

(iii) 특히형상모수 ξ의추정값이음수이므로,본연구자료에대해 GEV분포를적합하는경우Weibull분포
형태로나타남을알수있다.

Table 3은조선시대의재현기간에따른재현수준을 (2.1)의추정식을이용하여예측한결과이다.예측은
최소 10년(2블록)에서최대 250년(50블록)까지실시하였다. ML추정법의분석결과에따르면, 1771년으로부
터 10년내에적어도한번은규모 5.075이상의지진이발생할것으로예측되며대응하는신뢰구간은(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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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9)이다. L-moments추정법의결과는 1771년으로부터 10년내에적어도한번은규모 5.043이상의지진이
발생할것으로예측되며대응하는신뢰구간은(4.813, 5.278)이다.따라서 Table 2와같이 Table 3에서도두추
정법의예측결과는전반적으로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또한 Figure 7과 Figure 8은 Table 3의ML추정법과
L-moments추정법의결과를각각시각화한것이다.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 지진과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5.4 규모 지진은 1771년으로 부터 약
245년(49블록)후발생했다. Table 3의두방법의결과에따르면다소과대추정되는것으로나타났지만이러
한결과는매우새로운발견으로사료된다.

5.결론및향후과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조선 시대(1392-1896년)에 대한 재현기간별 지진규모 예측 및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
국의 1392년부터 1771년까지의 역사 지진 자료를 사용하였다. GEV 분포의 모수 추정을 위해 ML 추정법과
L-moments 추정법의 결과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도 검정을 통해 GEV 분포 사용의 타당성을 보였
다.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 지진과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5.4 규모 지진은 1771년으로 부터 약
245년(49블록) 후 발생하였고 조선시대의 재현기간에 따른 재현 수준을 예측한 결과 과대추정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역사지진자료를토대로지진규모를예측하는것은매우새로운발견으로사료된다.

1년 단위 블록 최대규모는 자료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본 논문에서는 5년 단위 최대규모를 고려
하였다. 추가적으로 10년 단위를 최대규모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자료의 수가 작아서 모형의 적합도
검정및재현수준예측에신뢰성이떨어짐을확인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일반화 파레토(generalized Pareto) 분포를 이용하여 GEV 분포와 함께 재현수준 예측을
비교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의 인접국가인 일본 및 중국의 역사 지진자료를 활용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국가별최근의지진규모를예측해보는것도흥미있는연구주제가될것으로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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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논문에서는최근경주와포항에서심각한피해를주며발생한지진의규모를과거자료에근거한통계

적분석방법을통해예측하고자한다.이를위해,조선시대역사지진자료중에서연단위밀집도가상대적으로
높은 1392∼1771년의 5년블록최대규모자료를이용하였다.이자료를기반으로일반화극단값(generalized
extreme value) 확률분포에 기초한 극단값 이론을 이용하여 조선시대 재현기간별 지진 규모 예측 및 분석을
제시하고자한다.일반화극단값분포의모수추정을위해최대가능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과 L-적률추정법(L-moments estimation, LME)을사용한다.특히본논문에서는일반화극단값분포가
이러한역사지진자료에대한적절한분석모형이될수있음을적합도검정(goodness-of-fit test)을통해보인
다.

주요용어:지진,일반화극단값분포,적합도검정,재현수준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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