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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반도의 지진들은 주로 중생대에 반도에서 발생한 격렬한 지각변동으로 생성된 단층 및 깨어진 주요 지질구조

의 경계에서 발생한다. 이 지진들은 Eurasian plate와 충돌하는 인접한 Indian plate와 Pacific plate 및 Philippine plate에

의한 E-W 내지 ENE-SSW 방향의 압축력장에서 반도 내의 주로 NNE-SSW 방향의 활성단층들이 깨어지며 발생하며 주

향성분이 우세한 역단층의 메커니즘을 갖는다. 한반도의 지진활동은 지난 20세기 동안 15 ~ 18세기의 이례적으로 높은 기

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낮거나 중간수준이며 이는 판내부 지진활동의 전형적인 불규칙한 양상을 보여준다. 한반도의 지

각구조는 상부지각과 하부지각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Conrad 면이 없는 대체로 균질한 지각이며 수평적 불균질성은 존재

한다. 지각의 평균 두께는 33 km 정도이며 Airy 형의 지각균형을 이루고 있어 산악지방이 평야지역에 비하여 지각의 두

께가 더 크다. P파의 속도는 지표 부근에서 Moho 면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평균은 대략 6.3 km/sec이다. 상부맨틀의

P파(Pn)의 속도는 대략 7.8 km/sec이다. 

주요어: 한반도 지진활동, 활성단층, 판내부지진활동, 한반도의 지각구조, Conrad면

Abstract: Earthquakes in the Korean Peninsula occur along the faults formed and boundaries between major geological

units ruptured due to violent tectonic activities during the Mesozoic. E-W and/or ENE-SSW compressive stress regime

resulting from collisions between the Eurasian plate and neighbouring the Indian plate, the Pacific plate and the Philippine

plate trigger Korean earthquakes of thrust faulting with predominant strike-slip components along the mostly NNE-SSW

trending active faults. Seismicity of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moderate to low during the past 20 centuries except

for the period from the 15th to the 18th centuries of exceptionally high seismicity, showing the typical irregularity of

intraplate seismicity. The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is rather homogeneous without the Conrad discontinuity

sharply dividing the upper and lower crust. Lateral heterogeneities exist in the crust. The crust with an average thickness

of about 33 km is thicker in the mountainous region than the plain due to the Airy-type isostatic equilibrium maintained

in the peninsula. Crustal P-wave velocity with average of about 6.3 km/sec increases gradually from the near surface

to the Moho. The upper mantle P-wave (Pn) velocity is about 7.8 km/sec. 

Keywords: seismicity of the Korean Peninsula, active faults, intraplate sesmicity, crustal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Conrad discontinuity

서 론

한반도는 지진활동이 활발한 일본열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

한다. 지질학적으로 반도는 Sino-Korean Craton의 남동부를

점유하며 중생대 이전의 장기간 단지 조륙운동(epeirogenic

movement)만 발생한 안정한 지각의 일부였다. 중생대에 한반

도에 격렬한 지구조운동(송림변동, 대보조산운동, 불국사변동)

이 발생하여 반도의 지각을 교란하여 주로 NNE-SSW 방향의

다수의 단층들을 생성하였다. 신생대에 반도는 중부 추가령지

구대 및 반도 남부 및 동부 도서지역에서 화산활동이 발생하

였다. 

판구조론적 견지에서 한반도는 Eurasian plate 내부에 위치

하며 Pacific plate 및 Philippine plate가 각기 Eurasian plate 하

부로 섭입하는 Japan trench와 Ryukyu trench에 근접한다. 심

발지진및 중발지진(intermediate earthquake)들이 섭입하는 일

본해구의 Wadati-Benioff zone에서 발생한다. Chapman and

Solomon (1976)은 동해 동쪽 끝의 지진대를 Eurasian plat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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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American plate의 경계로 해석하였다(Fig. 1).

한반도에서 서기 1세기에서 지진계가 최초로 설치된 1905

년 이전의 역사지진자료는 반도에서 2200여회의 지진들이 발

생하였음을 보여 준다(Lee and Yang, 2006). 그중에는 인명을

앗아간 지진들도 발생했으며 건조물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만도 수 백회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된다. 20세기 이후 한반도 지진활동은 큰 변화가 없으며 대략

규모 3.0 이상의 지진들이 반도에서 년 10회 미만 발생하고 있

으며(기상청, 2010), 규모 5.0이상의 지진들도 수회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에 수반하여 원자

력발전소, 대규모 댐, 고층건물, 주요 교량 등 지진발생시 대규

모 지진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물들이 다수 설립되었고,

또 도시에 인구가 밀집하여 큰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1970년대부터 학계, 연구소, 산업계에서

지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본 논평에서는 지난 수 십 년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지진

연구의 중요한 분야인 한반도의 지진활동과 지각구조에 관한

그간의 연구 성과와 기타 중요한 연구를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한반도의 지진활동

한반도의 지진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는 1905년 한반도에 지진계가 설치되기 이전의 각종 사료에

기재된 역사지진자료에 근거한 역사지진활동(historical

seismicity)이다. 둘째는 지진계에 포착된 계기지진기록을 분석

한 계기지진활동(instrumental seismicity)이다. 셋째는 제 4기

지층에서 발견한 역사지진 이전에 발생한 지진들의 흔적을 분

석한 고지진활동(paleoseismicity)이다. 고지진활동에 관한 연

구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활성단층의 연구와 연관하여 최근

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역사지진활동 

한반도 역사지진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조선총독부 관측소

에서 근무하던 일인 和田(1912)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그는 삼

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증보문헌비고 등 14종의 역사

문헌에서 서기 2년부터 1905년 2월까지 1644개의 지진기록을

수집하여 그 목록을 제시하였다. 이 지진들의 크기는 그가 임

의로 정한 4개의 계급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그는 진앙을 결

정하지 않고 단지 감진지역들만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和田(1912)의 연구는 한반도 역사지진연구의 활로를 열어

준 기념비적 연구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정봉일(1981)이

사료에서 서기 2년부터 1900년까지 추가 자료를 수집하여

1766회의 역사지진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가 결정한 진

앙과 진도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이들을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역사지진의 분석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여 분

석자에 따라 큰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로서 피해상

황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감진지역들만 기록된 경우, 이로

부터 진앙 및 진도를 결정하는 것은 분석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앙과 진도

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이 필요

하다. 

Lee et al. (1985)는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의 진앙과

수정머캘리진도(Modified Mercalli Intensity, MMI)진도를 결

정하는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후 진도를 결

정하는 이 방법은 한반도와 지진환경이 유사한 Sino-Korean

Craton에 속하는 중국자료를 이용하여 보완되었고(Lee and

Kim, 2002), 또 MMI를 규모로 바꾸는 전환식이 도출되었다

(Lee and Lee, 2003).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한반도에서 발생

한 역사지진들의 진앙, 진도, 규모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절차

가 수립되었다. 

한편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사지진들의 추가 자료는 관변자

료와 민간자료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수집되었다(이기화, 한

영우, 1998; 이기화, 2005). Lee and Yang (2006)은 이 자료에

서 총 2227의 자료를 발췌하였다. 이중 확실히 지진으로 판단

하기 어려운 41개를 배제하고, 나머지 자료에 대해 진앙, 진도

및 규모를 결정하고(Fig. 2) 그 목록을 제시하였다. 지진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자료의 예로서 서기 380년 5월 서울 부근에

서 지면에 폭 30척, 깊이 50척의 균열이 발생하여 3일 지나 닫

혔다는 기록을 들 수 있다. 이 현상이 지진에 의했다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으리라 예상할 수 있는데 피해의 기록이 없었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 일단 제외되

었다. 역사지진 대부분의 진앙 및 MMI의 오차는 각기 대략

0.250 및 ±1로 추정된다. 

역사지진 중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지진은 1643년 7월 24일

Fig. 1. Geotectonic setting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fter Lee

and Ya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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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근에서 발생한 MMI VIII-IX (규모 6.7)지진으로 울산

에서 땅이 갈라지고 물이 용솟음 쳤으며, 대구, 영덕 등지의 봉

화대와 성가퀴가 무너졌다. 최대 인명 피해를 불러온 지진은

779년 경주에서 발생했으며 집들이 무너져 100여명이 사망했

다. 서울 부근에서도 89년에 지진이 발생하여 집들이 무너지

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기할 만한 지진활동으로서는

상원에서 1565년 5월 29일부터 1566년 5월 19일까지 거의 1

년 간 지속한 군발지진(earthquake swarm)을 들 수 있다.

Lee and Yang (2006)은 한반도 역사지진활동의 특성을 다음

과 같이 요약하였다. 

1. 역사지진들은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하였다. 한반도 북동

부의 지진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으며 이는 이 지역이

중생대에 타 지역에 비하여 지각변동의 영향을 덜 받은 것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2. 역사지진활동의 시간적 변화는 매우 불규칙하여 판내부지

진활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15 ~ 18세기에 이례적으

로 높은 지진활동이 발생하여 지난 20세기 한반도에서 방출된

지진에너지의 태반이 이 기간에 방출되었다(Fig. 3). 이 특이한

현상은 Richter (1958)에 의해 언급되었다.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한반도 지진활동은 대체로 낮거나 중간정도의

수준이다. 

3. ML≥4.65 이상의 역사지진들에 대한 b값은 0.71로 추정

되었고(Fig. 4), 이 값은 대부분의 판내부지역의 값보다 작다.

그 이유는 작은 규모의 역사지진들이 자료에서 누락되었음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4. 대규모 지진들의 진앙은 반도 내 주요단층이나 지질구조

의 경계와 잘 일치함이 보인다. 이는 주요 지질구조의 경계가

단층임을 시사한다. 반도 내 대다수의 주요단층들이 중생대에

생성되었음으로 이 단층에서 지속적으로 지진들이 발생한 것

으로 여겨진다. 

판내부지진활동은 수 백년 내지 수 천년의 간격을 두고 활

성화되는데 한반도 지진활동은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 한

반도의 주요 지질구조의 경계에서 지진들이 발생하는 현상은

중생대의 격렬한 지각변동에 의하여 이 경계들이 파쇄 되었음

을 시사한다. 

Lee and Yang (2006)의 논문을 제외하고 한반도의 전 역사

지진자료의 진앙, 진도 및 규모 등을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Fig. 2. Epicenters of earthquakes occurring from 2 to 1904 A.D,,

superimposed on a simplified geologic map of Korea. Solid lines

represent tectonic lineaments, mostly faults and inferred faults.

Major geologic units are marked as follows. A, Nangrim Massif:

B, Pyongnam Basin; C, Chugaryeong Graben: D, Imjingang Belt;

E, Kyonggi Massif; F, Taebaeksan Massif; G, Okcheon Fold Belt;

H, Yongnam Massif; I, Kyongsang Basin; J, Ulreung Island; K,

Cheju Island (after Lee and Yang, 2006).

Fig. 3. Variation of number of earthquakes per century in the

Korean peninsula (after Lee and Yang, 2006).

Fig. 4. Magnitude versus cumulative frequency for Korean histori-

cal earthquakes from 2 to 1904 A.D. (after Lee and Ya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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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결정하여 분석한 논문은 아

직까지 출판되지 않았다. 

계기지진활동 

田(1940)는 1936년 7월 4일 쌍계사에서 발생한 JMA진도

V지진에 관한 보고서를 출판하였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한반

도 및 일본 지진관측소에서 기록된 지진파의 도달시간을 제시

하고, 일본 기상청의 국지지진 진앙을 결정하는 주시곡선을 이

용하여 진앙을 결정하고 진원깊이를 10 km로 추정하였다. 또

이 지진의 진도분포도를 작성하고, 대구, 부산, 등지의 초동을

분석하여 이 지진이 대체로 동서방향의 압력과 남북방향의 장

력에 의해 발생했음을 밝혔다. 田(1940)의 보고서는 국내에

서 발생한 계기지진에 관한 최초의 상세한 보고서이다. 

Lee and Jung (1980)과 Kim (1980)은 일본 기상청 M.

Ichikawa 박사가 제공한 자료를 사용해서 1926년 ~ 1943년의

한반도에서 발생한 계기지진활동을 분석하였다. Lee and Jung

(1980)은 쌍계사지진으로부터 도출된 한반도 지각구조(Lee,

1979b)에 근거한 주시곡선을 이용해서 진앙들을 결정했고,

Kim (1980)은 일본 기상청 주시곡선을 이용하여 결정했다. 그

러나 두 논문의 분석 결과는 거의 동일했다. 이 기간에 년 간

기록된 지진횟수는 0 ~ 10이고 평균은 5이다. Lee and Jung

(1980)의 b값은 0.80이고, Kim (1980)의 값은 0.75이다. Lee

and Jung (1980)은 한반도 북부의 지진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낮음을 지적하고, 주요 지진들의 진앙들이 반

도 내 주요 단층 및 지체구조의 경계와 연관됨을 시사했다.

Lee and Jung (1980)은 이 기간의 한반도 지진에너지 방출

양상을 분석하여 쌍계사 지진이 진앙 부근 NNE-SSW 방향의

추정단층(inferred fault)에서 발생했음을 시사했다. Shimazaki

(1984)는 쌍계사지진과 1905 ~ 1945년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작은 규모 지진들의 초동자료를 이용하여 쌍계사지진의 단층

면해(fault-plane solution)를 결정하였다(Fig. 5). NNE-SSW 방

향의 절면(nodal plane)은 Lee and Jung (1980)이 추정한 진앙

부근 활성단층의 주향과 거의 일치한다. 쌍계사지진의 발생메

커니즘은 ENE-SWS 방향의 압력(compression)에 의하여 발생

한 주향이동성분이 우세한 역단층이다. 

또 Shimazaki (1984)는 북중국−한국−일본 지역에서 발생

하는 천발지진들의 신뢰할만한 단층면해들을 제시하고 주향단

층운동이 이 지역에서 우세함을 보였다(Fig. 6). 그는 압력의

방향이 히말라야산맥의 동쪽 끝에서 시작하여 이 지역을 E-W

내지 ENE-WSW 방향으로 통과하는 대 원주(great circle)의

방향과 거의 평행함에 유의하여 이 지역의 지진들이 Eurasian

plate의 경계인 Himalaya산맥과 Japan 및 Ryuku trench에서 작

용하는 거의 균질한 응력장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Lee et al. (2003)은 1905 ~ 1945년에 한반도의 지진활동을

관측한 조선총독부 기상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이 기간의 한

반도 지진활동을 분석하고 총 323회의 지진목록을 제시하였

다. 이 기간의 한반도 지진활동은 쌍계사 지진이 발생한

1936 ~ 1939년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이 낮은 편이었다.

진앙분포는 Lee and Jung (1980)이 지적한 것처럼 반도 북부

의 지진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고 이는 이 지역이 중생

대 반도에서 발생한 격렬한 지각변동의 영향을 가장 적게 것

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졌다. 진앙과 반도 내 주요단층 및 지질

경계와의 연관성은 역사지진의 경우(Lee and Yang, 2006)처럼

그렇게 명료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Lee et al. (2003)은 한반

도에서 발생하는 주요 지진들은 Eurasian plate가 주위 Indian

plate와 Pacific 및 Ryukyu plate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E-W 내

지 ENE-WSW 방향의 압력(Shimazaki, 1984)에 의하여 중생

대에 반도 내에 생성된 단층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지진들은 주로 단층면을 따라 주향이동성분이 우세한 역단층

의 메커니즘을 갖는다. 

1945년 이전의 한반도 지진활동에 관한 Lee and Jung

(1980), Kim (1980), Lee et al. (2003)의 논문들이 갖는 중요

Fig. 5. Fault-plane solution of the 1936 Ssanggyesa earthquake

(after, Shimazaki, 1984).

Fig. 6. Reliable fault-plane solutions of shallow earthquakes in the

north China-Korea-Japan area (after Shimazaki,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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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한반도 전역의 지진자료가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1945년

에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지진자료의 상호교류가 없

었기 때문에 그 후 국내에서 출간된 계기지진활동에 관한 논

문은 주로 우리나라의 기상청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으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의 지진활동을 고찰할 수 없는 문

제점이 있다. 

1945년 이후 한반도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주요

지진들로서는 1980년 9월 16일 속리산에서 발생한 규모 5.2의

지진과 10월 7일 홍성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을 들 수 있

다. 이 외의 주요지진들로서는 1996년의 영월지진, 1997년의

경주지진, 그리고 2007년의 오대산 지진들을 들 수 있다. 

속리산 지진에 대한 논문은 아직 출간된바 없다. 이 지진의

규모는 5.2이나 홍성지진처럼 진앙지 부근의 건조물에 대한

피해가 보고되어 있지 않다. 홍성지진에 대하여는 Lee and

Chung (1985)와 김준경(1991)의 논문이 출판되었다. Lee and

Chung (1985)은 홍성지진 진앙지역에서 중력탐사를 실시하여

ENE 방향의 단층을 확인하였고, 김준경은 홍성지진의 원지 지

진관측소의 초동을 분석하여 실제로 이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

하였음을 시사했다. 홍성지진의 깊이는 진도의 거리에 따른 감

쇠 양상을 고려할 때 10 km 미만으로 추정된다(Lee et al.,

1986a).

1996년 12월 13일 발생한 규모 4.5의 영월지진의 단층면해

도 ENE-WSW 방향의 주 압력에 의하여 발생한 N-S 방향의

주향성분이 우세한 역단층임이 밝혀졌다(박창업 등, 1998).

1997년 6월 26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4.3의 지진은 경재복,

이희욱(1998)에 의하여 분석되었고, 이 지역을 통과하는 양산

단층의 주향인 NNE 방향과 거의 일치하는 단층면에서 주향이

동성분이 우세한 역단층운동임이 밝혀졌다. 

경재복 등 (2007)은 2007년 1월 20일 오대산에서 발생한 규

모 4.8의 지진을 분석하였다. 이 지진은 거의 NNE 방향의 주

향단층운동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2회의 여진은 N-S 내지

NNE 방향의 역단층이 우세함을 보여준다. 이 메커니즘은

NNE방향의 주향을 갖는 이 일대의 월정사단층에서 지진이 발

생하였음을 시사한다. 진원깊이는 약 10 km로 추정되었다.

Jun (1991)은 1976년 이후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한 규모 5.1

이상의 4개 지진의 진원요소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이들이 모

두 ENE-WSW 방향의 압력과 NNW-SSE방향의 장력 하에서

발생했으며 이중 3개의 지진이 약간의 스러스트 성분이 포함

된 주향이동 단층임이 밝혀졌다. 이들 지진의 진원 깊이는

6 ~ 9 km였다. 

경재복 등(2001)은 1997년 12월 이후 남한 중부지역에서 발

생한 지진 중 13개 지진의 단층면해를 분석하여 이들이 ENE-

WSW 또는 NE-SW 방향의 주압축응력에 의하여 NNE-SSW

와 WNW-ESE 방향의 단층면을 따라 주향이동성분이 우세한

역단층운동에 의하여 발생했음을 보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대 부분의 한반도 지진들은

Eurasian plate와 충돌하는 Indian Plate와 Pacific plate 및

Philippine plate가 Eurasian plate에 작용하는 E-W 내지 ENE-

WSW 방향의 압력(Shimazaki, 1994)에 의하여 반도 내 활성

단층이 단층면을 따라서 깨어지면서 발생하는 주향단층 성분

이 우세한 역단층의 메커니즘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 활성단

층들의 대부분이 중생대의 지각변동에 의하여 생성되었으며

주로 NNE-SSW 방향의 주향을 갖는다.

1978년 이후 2009년까지 한반도에서 규모 3.0이상의 지진이

매년 2 ~ 17회 발생하며 그 평균치는 9회 정도이다. 1905 ~

1945년의 년 평균 지진발생 횟수가 8회(Lee et al. 2003)임을

고려할 때 1905년 반도에서 계기지진관측이 시작한 이후 현재

까지 지진활동에 큰 변화가 없이 비교적 중간 및 낮은 수준의

지진활동이 전개됨을 알 수 있다. 근년에 년 지진발생 횟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기상청 지진관측망의 확대로 규

모 3.0 이하의 미진들의 지진계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지진

1905년 ~ 2004년 간 한반도 및 그 주변에서 발생한 지진들의

진앙을 지질도에 표시하면 Fig. 7과 같다. 

활성단층 및 기타 연구 

국내에서 활성단층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Lee and Jung

(1980)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들은 1927년 ~ 1943년 간 한반

도의 지진에너지 방출양상을 분석하여 1936년 쌍계사 지진 진

앙부근의 남북 방향의 추정단층(inferred fault)을 따라 지진에

Fig. 7. Epicenters of instrumental earthquakes occurring from 1905

to 2004 superimposed on a simplified geologic map of Korea (after

Lee and Ya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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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가 매우 높게 방출하였음을 주목하고 이 단층에서 쌍계사

지진이 발생하였음을 시사했다. 

한반도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본격적인 최초의 주장은

양산단층의 지진활동에 대한 Lee and Na (1983)의 연구에서

비롯하였다. 이들은 1982년 8월 ~ 12월에 양산단층과 인접한

동래 및 언양단층에서 규모 1.1 ~ 2.7의 지진들이 매일 평균 1

회 발생함을 발견했다. 또 역사지진자료에서 양산단층이 통과

하는 경주 부근에서 MMI VIII 이상의 지진이 10회 발생했음

을 발견했다. 역사지진 중 779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00여명이 사망했다. 지질학적으로 양산단층이 동해로 연장된

다는 주장이 있었고 따라서 1981년과 1982년 포항과 울진에

서 발생한 지진들도 이 연장선상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근거로 이들은 양산단층이 명백한 활성단층이라고 주장

했다. 

양산단층이 활성이라는 Lee and Na (1983)의 주장에 대하

여 김성균과 조동행(1984)이 Lee and Na (1983)가 이 일대의

인공폭파에 의한 지반진동을 미진으로 오인하였고, 불합리한

해석방법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려 양산단층을 활성단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 반론에 대하여 이기

화(1985)가 미소지진들이 폭파지진이 아니고 실제로 발생한

지진임을 입증하였고, 해석방법이 불합리하다는 이들의 주장

이 지진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밝혔다. 이로부터 양산단층

이 비활성임을 주장하는 어떠한 반론도 제기되지 않았다.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임이 밝혀지자 한반도 여러 주요 지체

구조의 지진활동 및 단층에 대한 연구가 지진자료 및 지구물

리탐사자료를 분석하여 수행되었다(Lee et al. 1986 a, b;

1987; 1988; 1989).

Lee and Jin (1991)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들을 분석하여 이 단층대가 지진활동의 특성이 각기

다른 3개의 구역(segment)으로 나누어짐을 밝혔다. 양산단층

의 구역화(segmentation)는 이 지진대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지

진의 규모를 제한함으로 지진재해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이 연구를 이어 반도 내 주요 단층대 및 그 구역

화에 대한 지진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연구들이 뒤따랐다(Lee

and Um, 1992; Lee and Lee, 1993; Lee and Kim, 1994; Lee

and Lee, 1995). 

한반도에서 다수의 지진이 발생한 현상은 한반도에 다수의

활성단층이 존재함을 입증한다. 이상의 연구들은 한반도에 있

는 주요 활성단층들에 대한 지진 및 지구물리학적 예비연구로

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에서 역사지진 이전에 발생한 고지진들(paleoearth-

quakes)에 대한 연구는 양산단층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경재복

등(1999a, b)은 양산단층대의 남부 상천리와 북부 유계리, 토

성리−냉수리 일대의 변위 지형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과 트렌

치 굴삭 조사를 통하여 단층선을 따라 제4기 지층에 단층운동

이 발생하였음을 보였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양산단층대의 지

진학적 활성에 대한 다수의 고지진학 및 지질학적 연구가 뒤

따랐다(Kyung and Lee, 2006).

Kyung and Lee (1990, 1993)는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대규

모 지진들의 진앙과 다른 지질 및 지구물리학적 변수(para-

meter)들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도상식별(pattern recognition)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대규모 지진들은 선구조선에 가

까운 거리, 상대적으로 높은 Bouguer 이상 구배, 다수의 선구

조선과 낮은 지형고도의 조건들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지역에

자주 발생함을 밝혔다. 

Lee (1984)는 한반도에서 거리에 다른 진도감쇠 양상을

1936년의 쌍계사지진과 1978년 홍성지진의 진도분포로부터

결정하였다. Lee et al. (1985)은 이 진도 감쇠양상을 이용하여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역사지진들의 진도를 결정하고, 2 ~ 1982

년의 MMI V 이상의 지진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의 지진재해

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반도에서 지역에 따라 지진재해도가

현저하게 다름이 밝혀졌다. 

Lee and Noh (1988)는 한반도의 MMI V 이상의 지진자료

에 대하여 Lee (1984)의 감쇠공식과 극대치 통계방법을 적용

하여 지진재해도의 확률론적 분석을 시행하였다(Fig. 8). 이 분

석은 지진원(seismic source)을 정의하지 않고 단지 지진의 크

기 및 발생위치만을 고려한 지진활동도 방법(seismicity-based

approach)에 의한 것이다. Lee and Jin (1989)은 Lee and Noh

Fig. 8. Maximum intensities to be exceeded with 90% probability

for a 1000-year interval (after Lee and Noh,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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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를 연장하여 한반도를 지진활동의 특성이 각기 다른

지진원들로 구분하고 지진재해도를 분석하는 지진원방법

(source-based approach)을 적용하였다(Cornell, 1968). 

Lee and Noh (1988)와 Lee and Jin (1989)의 연구는 지진학

적 해석에 대한 극단적인 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에 원자력 산업계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으며 그 결과 논리수목(logic-tree)이라는 통계적 기법이 가미

된 지진원 기반(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기법이 정립되었다.

한반도 남동부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

을 실시하여 Noh and Lee (1994)는 응력강하(stress drop)가

50 ~ 100 bar임을 추정하였다. 또 고주파 영역에서 가속도 스

펙트럼의 모양을 결정하는 변수 κ를 결정하고 이로부터 추정

된 Qβ 값이 대략 1800임을 보였다. 이 값은 북미 서부보다 크

고 동부보다 작은 값이다. 이어서 이들은 한반도 남동부에서

최대지반가속도 및 의사속도 응답스펙트럼에 관한 예측공식을

개발하였다(Noh and Lee, 1995). 이 예측공식을 북미 서부 및

동부 지역에서 얻어진 결과를 비교한 결과 다른 지역에서 얻

은 결과를 한반도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함이 밝혀졌다.

Noh and Lee의 논문들을 시작으로 하여 한반도의 강진동을

모사하려는 연구들이 뒤따랐다(Noh, 2006).

한반도의 지각구조

1979년에 한반도 지각구조에 관한 3편의 논문이 출판되었

다. Lee (1979a)는 한반도 중력자료와 고도와의 관계를 분석

하여 한반도가 Airy 형의 지각균형을 유지함을 밝혔다. 이는

산악지방의 지각이 평야보다 두꺼움을 지시한다. 또 Lee

(1979b)는 1936년 쌍계사 지진자료를 분석하여 한반도의 지각

구조에 관한 다음의 결론을 도출했다: (1) 반도에 뚜렷한

Moho 불연속면이 존재하고 Pn파의 속도는 대략 7.7 km이다.

(2) 반도의 지각이 단층인지 다층구조인지 분명하지 않다. 만

일 단층이라면 P파와 S파의 평균속도는 각기 5.8 km/sec, 3.5

km/sec이다. 만일 다층구조라면 이 값들은 상부지각의 속도에

해당한다. (3) 지각의 두께는 대략 35 km이다. Lee (1979a, b)

의 논문들을 종합하면 한반도는 Airy 형의 지각균형을 유지하

고 있음으로 한반도 지각의 두께는 대략 35 km이지만 대체로

산악지방에서 더 두껍고 평야지역에서 더 얇음을 알 수 있다.

한편 Kim (1979)는 한반도 중력자료를 이용하여 26 km 두

께의 지각균형이 유지되지 않은 지각구조모델을 제시하였다.

지각균형이 유지되지 않음은 한반도가 전체적으로 상승 또는

하강의 지구조력(tectonic force)을 받는 지구동력학적으로 불

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김상조와 김소구(1983)는 은 1981년 포항지진, 1982년의 사

리원지진과 1982년의 울진지진 자료를 이용하여 15 km 깊이

에 Conrad 면, 32 km 깊이에 Moho 면, 그리고 55 ~ 75 km 깊

이에 저속도층을 갖는 한반도의 지각과 상부맨틀 구조를 제시

하였다. 이 지진들의 진원깊이는 포항지진과 울진지진의 경우

각기 30 ~ 40 km이고 사리원지진의 경우는 50 ~ 60 km이다.

한반도 지진의 경우 대부분의 진원깊이는 쌍계사와 홍성지진

의 경우처럼 10 km 내외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포항과 울

진지진들은 각기 동해에서 발생하여 그 진앙에 상당한 오차가

수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사용한 지진들은 그 진앙 및

깊이에서 볼 때, 한반도의 지각구조의 결정에 사용하기에는 부

적절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또 동해의 지각구조와 한반도의 지

각구조의 유사성을 확인하지 않고 포항지진과 울진지진자료를

사리원지진자료와 함께 사용하여 한반도 지각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뿐만 아니라 이 지진들의 주시곡선을 분석하

여 한반도 하부의 맨틀에 저속도층이 존재함을 주장하는 것은

포항, 사리원, 울진 지진의 지진파가 맨틀의 저속도층을 통과

하여 하강하였다가 다시 상승하여 한반도의 관측소에 도달했

음을 의미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이들은

Conrad 면에서 굴절된 P*파를 제시하지 못했다. 

김성균과 정부흥 (1985)은 1982 ~ 1984년의 한반도 남부의

인공발파지진자료를 분석하여 3층의 지각구조 모델을 제시하

였다. 이들은 각 지층의 경계면에서 반사 또는 굴절되는 파들

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주시곡선을 회기분석(regression analy-

sis)하여 3개의 지층을 갖는 지각구조 모델을 제시하였다. 김성

균(1995)은 추가로 지진자료와 중력자료를 분석하여 표토층,

상부지각, 하부지각을 갖는 3층의 지각구조를 제시하였다. 이

모델이 갖는 문제점들은 이기화 등(2007)에 의하여 상세히 논

의되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김상조와 김상조(1983)처럼 각 지

층의 경계에서 반사 또는 굴절되는 파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다. 주시곡선은 임의의 다층구조 모델로도 설명할 수 있다.

Song and Lee (2001)는 1991 ~ 1998년 간 한반도 및 그 주

변에서 발생한 지진들의 P파 주시곡선 자료를 분석하여 평균

두께 32 km의 거의 균질한 지각구조를 도출하였다. 지각의 평

균 P파 속도와 Pn파의 속도는 각기 6.3 km/sec 및 7.9 km/sec

로 나타났다. 또 Yoo and Lee (2001)은 대전 지진관측소에 도

달한 원거리 지진들의 수신함수(receiver function)를 역산하여

역시 거의 균질한 지각구조를 도출하였다. Moho 면의 깊이는

30 ~ 32.5 km이고 평균 지각속도와 상부맨틀의 속도는 각기

대략 6.5 km/sec와 7.8 km/sec로 나타났다. Chang and Baag

(2005)은 한반도 22개 관측소에서 관측된 원거리 지진들의 수

신함수와 표면파 분산곡선을 분석하여 Moho 면의 깊이 26 ~

36 km, 지각속도 6.02 ~ 6.51 km/sec의 지각구조를 제시하였다.

한편 2000년부터 4회에 걸쳐 한반도에서 실시한 폭파지진

실험에 관한 연구결과가 Cho et al. (2006), Jung et al. (2008),

Kim et al. (2007 a, b), 김기영 등(2010)에 의하여 출판되었

다. 이 실험들은 한반도 전역에 걸친 Moho 면은 분명히 보여

주지만, 지각을 상부와 하부로 분명히 구분하는 Conrad 면은

보여주지 않는다. 한반도 전역에 걸치지 않은 국지적 규모의

단절된 굴절면들을 보여줄 따름이다. 이는 지각에 수평적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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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성(lateral heterogeneity)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최근에 지진관측소에 기록되는 배경잡음(seismic back-

ground noise)에 상호상관(cross correlation) 분석을 수행하여

두 관측소 사이의 단주기 표면파 분산특성을 결정하는 획기적

인 방법이 개발되었고, Cho et al. (2007)은 이 방법을 기상청

의 지진관측망자료에 적용하였다. 이들은 0.5 ~ 20 sec 범위의

주기에 대하여 약 3000개의 두 관측소 간의 표면파 분산곡선

을 역산하여 한반도 남부 지각의 고밀도 표면파 tomography를

획득하였다. 경상분지는 중앙에 최대 깊이 3 km를 갖는 낮은

군속도 지역으로 뚜렷이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Cho et al.

(2006)의 논문에는 경상분지는 전체가 두께 5 km의 저속도 지

층으로 나타난다. 

Yoo et al. (2007)은 Cho et al. (2007)의 단주기 표면파

tomography와 기상청의 80개의 지진관측소에서 얻은 수신함

수를 결합하여 한반도 남부의 3차원 지각구조를 결정하였다.

이 연구는 조밀한 밀도의 한반도 남부 지진관측소 하부의 속

도구조를 지표에서부터 상부 맨틀까지 보여주며 따라서 지각

의 상세한 3차원 구조를 알 수 있다. Fig. 9는 한반도를 각기

E-W 및 주요 지질구조에 수직인 NE-SW로 가로지르는 8개의

측선들을 보여주며, Fig. 10과 11은 이 측선들에 대한 지각구

조를 보여준다. 

Fig. 10과 11에서 한반도 전체에 걸친 Moho 면은 분명히 보

이나, 상부 지각과 하부지각을 구분하는 속도 불연속면인

Conrad 면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작은 수평적 범위에 걸치는

속도 이상대 들만 나타난다. 이는 한반도의 지각이 하부지각과

상부지각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는 대체로 균질한 지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각 내에 수평적 불균질성은 존재한다. 

Moho 면의 깊이는 26 ~ 38 km이고 평균은 32.7 km이며 대

체로 산악지역에서 지각의 두께가 큼을 알 수 있다. Yoo et al.

(2007)의 연구결과는 한반도의 어느 측선에 대하여도 그 하부

지각구조를 보여줄 수 있다. 이들의 연구방법을 적용하면 앞으

로 지진관측소의 수가 증가하고 지진자료가 축적될수록 더욱

상세한 한반도 남부의 3D지각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 

He and Hong (2010)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두 지진 자료를

분석하여 반도 내에 Conrad 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들은 IASPEI91지각구조 모델(Kennett, 2001)에서 Pn, P*, Pg,

P*P* 등의 주시곡선을 계산하고, 또 이론지진파형(synthetic

seismogram)을 만들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자료와 비교하

여 한반도에 Conrad 면이 존재하고 이 면에서 굴절된 파의 진

폭이 직접파 Pg에 비하여 2 ~ 4배 크고, 따라서 한반도의 지진

위험도에 이들 Conrad phases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는 다음 문제점들이 있다: 1) 이 논문은 지

난 30년간 한반도 지각구조연구에서 Conrad면이 존재한다는

Fig. 9. Center lines (solid) for the depth sections shown in Figure

10 for (a) and (b). Fifty- nine stations with more than six receiver

functions, which are plotted in the map, were permitted to

participate in calculating 2D vertical sections. Major tectonic

boundaries are shown as dashed lines (after Yoo et al., 2007).

Fig. 10. East-west S-wave velocity profiles from north to south.

Figure 9a shows the profiles. The coordinates of the profile are

given at the bottom of each plot. Each profile is approximately 450

km long. Contours are given at every 0.25 km/sec and the 3.00- to

4.25-km/sec contours are indicated. Major tectonic boundaries are

indicated on top of each section. GM, Gyeonggi massif; OB,

Okcheon (fold) belt; YM, Yeongnam massif; GB, Gyeongsang

basin (after Yoo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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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선행 연구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Conrad 면이 존재하는 IASPEI91 모델을 사용했다. 2) 이들이

연구가 유효하려면 Conrad 면이 존재하는 IASPEI 91 모델과

존재하지 않은 한반도의 선행연구 모델에 대해서 각기 주시곡

선 및 이론지진파형을 계산하여 Conrad 면이 존재하는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모델에 비하여 월등하게 관측결과에 부합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선행 연구들이 Conrad

면이 존재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은 Conrad 면이 존재하지 않는 모델에 이러한 계산을 수행하

지 않아 상대적 비교가 불가능하다. 3) Conrad 굴절파들은 어

느 진앙거리에서도 초동(first arrival)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으로 이들의 도달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Lay and Wallace, 1995). 이들은 초동이 아니므로 정확한 도

달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Conrad 굴절파의 주시곡선을 분석하

였다. 4) 직접파의 진폭은 진원으로부터의 거리를 r이라 할

때, r−1에 비례하여 감소함에 비해 굴절파는 거의 r−2에 비례

하여 감소한다(Aki and Richard, 1980). 따라서 Conrad 면에서

굴절된 파의 진폭이 직접파의 2 ~ 4배로 관측되었다는 것은 지

진파의 전파이론에 위배된다. 

한반도에서 Conrad 면이 존재하는 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기화 등(2007)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들은 Lee(1979),

Kim (1995), Song and Lee (2001)의 지각구조 모델과 수신함

수와 표면파자료를 역산하여 얻은 Yoo et al. (2007)의 31개

지각구조 모델을 평균한 모델(Fig. 12)에 대한 수신함수를 계

산하여 실제 관측된 평균 수신함수 과 비교하였다(Fig. 13). 그

결과 Conrad 면이 존재한다는 Kim (1995)의 모델로부터 계산

된 수신함수에는 Conrad 면에서 전환되거나 다중반사된 위상

들이 Moho 위상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실제로 관

측된 수신함수에는 나타나지 않는 위상들이다. 반면에 Conrad

면이 없는 다른 모델들에 대한 수신함수에는 Moho 면에서 전

환되거나 반사된 위상들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반도

의 지각에 Conrad 면이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Fig. 11. Diagonal profiles from north to south. Figure 9b shows the

profiles. The coordinates of the profile are given at the bottom of

each plot. Each profile is approximately 500 km long. Contours are

given at every 0.25 km/sec and the 3.00- to 4.25-km/sec contours

are indicated. Major tectonic boundaries are indicated on top of

each section. GM, Gyeonggi massif; OB, Okcheon (fold) belt; YM,

Yeongnam massif; GB, Gyeongsang basin (after Yoo et al., 2007).

Fig. 12. Comparison of four velocity models: Lee (1979), Kim

(1995), Song and Lee (2001) and Yoo et al. (2007). The model of

Yoo et al. (2007) is the average model of 31 velocity models

beneath 31 broad-band seismic stations which are uniformly located

in the Korean peninsula (after Lee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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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한반도 지각구조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는 전체적으로 Airy 형의 지각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지

각의 두께는 26 ~ 38 km이고 평균은 33 km이다. 대체로 산악

지역에서 지각의 두께가 평야보다 더 크다. 한반도 전역을 상

부지각과 하부지각으로 뚜렷하게 구분하는 Conrad 면은 존재

하지 않으며 지진파의 속도는 지표에서 Moho 면까지 점진적

으로 증가하며 지각의 평균 P파 속도는 약 6.3 km/sec이고 Pn

파의 속도는 대략 7.8 km/sec이다. 그러나 지각에 수평적 불균

질성(lateral heterogeneity)은 존재한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의 진앙이나 단층면해를 구하는 통상적인 연구에는 P파

속도 6.3 k/m인 33 km 두께의 단일지각과 Pn파 속도 7.8 km/

sec를 사용해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결 언

한반도에 지진계가 설치되기 이전의 서기 2 ~ 1904년까지

2200여회 이상의 역사지진들이 발생하였다. 역사지진들의 분

석은 한반도 전역에서 지진들이 발생했으며, 북동부의 지진활

동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 지역이 다

른 지역에 비해 중생대 지각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에 기

인한다고 생각한다. 큰 규모의 역사지진들은 중생대의 격렬한

지각변동으로 생성된 주로 NNE-SSW 방향의 단층과 주요 지

질구조의 경계에서 발생했다. 이는 중생대의 지각변동으로 주

요 지질구조의 경계가 깨어졌음을 시사한다. 반도의 지진활동

은 15 ~ 18세기의 이례적으로 높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난

20세기 동안 비교적 낮거나 중간 수준이었다. 이러한 불규칙한

지진활동은 수 백 년 내지 수 천 년의 간격을 두고 활성화 되

는 판내부 지진활동의 전형적인 특성이다. 

1905년에서 현재까지의 계기지진활동은 비교적 낮은 편이며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년 평균 9회 정도 발생한다. 주요 계

기지진들의 진원깊이는 10 km 정도이다. 이 기간에 발생한 쌍

계사 지진 등 주요지진들의 단층해는 이 지진들이 E-W 내지

ENE-WSW 방향의 압축력에 의해 발생하였고 주로 NNE-

SSW 방향의 주향성분이 우세한 역단층운동을 보여준다. 이는

한반도의 지진들이 Himalaya 산맥과 Japan 및 Ryukyu 해구에

서 Eurasian plate와 충돌하는 Indian plate와 Pacific 및

Philippine plate에 의하여 E-W 내지 ENE-WSW 방향으로  작

용하는 압축력에 의하여 반도 내 주로 NNE-SSW 방향의 활

성단층들이 깨어지면서 발생함을 시사한다. 다른 메커니즘의

지진들은 동일한 응력장 하에서 활성단층의 주향방향으로 깨

어지는 역단층일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에서 다수의 역사지진이 발생했고 또 현재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은 반도내에 다수의 활성단층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 활성단층들은 주로 중생대의 격렬한 지각변동에

의해 새로 생성된 단층들과 주요 지질구조의 경계면이 깨어진

단층들이다. 지진, 지구물리 및 지질학적 방법으로 한반도의

활성단층들을 찾고 그 지진학적 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 양산

단층과 같은 대규모의 단층대는 지진활동의 특성이 다른 몇

개의 구역(segment)로 구분될 수 있다. 한반도의 지진재해도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한반도 지각의 두께는 26 ~ 38 km이고 그 평균은 약 33 km

이다. 한반도는 전체적으로 Airy 형의 지각균형을 이루고 있어

대체로 산악지방에서 지각의 두께가 평야보다 크다. 한반도를

전역에 걸쳐 상부지각과 하부지각으로 명백히 구분하는

Conrad 면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체로 균질한 지각이다. 지각

내에 수평적 불균질성들은 존재한다. 지진파의 속도는 지표에

서 Moho 면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지각의 평균 P파 속도

는 6.3 km/sec이고 상부 맨틀 Pn파의 속도는 대략 7.8 km/sec

이다. 

사 사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평가의 중요한 기법인 논리수목(logic-

Fig. 13. Comparison of the observed receiver functions with the

synthetic receiver functions calculated from four velocity models of

Fig. 12. Note that there is no strong Conrad phases not only in the

observed receiver functions but also in the synthetic receiver

functions from velocity models of Lee (1979), Song and Lee

(2001), and Yoo et al. (2007), while the strong Conrad phases are

found in the synthetic receiver function calculated from Kim

(1995)'s model (after Lee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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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에 대한 언급은 지진재해 부분 초고를 읽은 노명현 박사

의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림 편집은 서울대 대학원생

이상현의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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