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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in the Kyungsang Basin

요   약 경상분지에서 발생한 진도 이상의 역사지진을 이용하여 지진예지 가능성을 추정해 보았다 이전의 연구결과

들은 대규모 지진발생을 전후하여 진도 규모 빈도 관계식의 변수 값에 변화가 나타남을 보여 준다 즉 대규모 

지진에 수반하여 다수의 작은 규모의 전진 및 여진이 발생하여 전진 본진 및 여진을 포함한 전 기간

에서의 값은 그 지역의 전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보다 크게 나타난다 반면에 전진현상만을 관측한 경우 값은 

전 자료를 분석한 값보다 작게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었다 이전의 연구에서 제시된 규모와 전조현상 기간의 상관

관계에 의하면 진도 및 의 지진들에 대한 전조기간들은 각기 대략 년 년 년이 된다 경상

분지에서 진도 이상의 역사지진이 총 회 발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가운데 전조기간 동안 충분

히 많은 수의 지진들이 발생하여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회의 지진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진도 이상 지

진들의 전조기간으로부터에서 발생 후 년까지의 기간 동안 진도 빈도 관계식의 값은 대체적으로 전 자료를 이용

하여 구한 값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들을 합한 자료에 대한 값도 역시 전 자료의 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진현상에 국한하여 전조기간으로부터 진도 이상 지진 당일까지의 지진의 진도빈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체

로 전체 자료를 통해 구한 값보다 낮은 값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따라서 앞으

로의 한반도의 지진예지에도 이 방법이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지진예지 역사지진 진도 빈도

The feasibility of earthquake prediction using the historical earthquakes occurred in the Kyungsang Basin whose
MM intensities (MMI) are equal to or greater than V are examined.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e b-values
of intensity(magnitude)-frequency relation change during the occurrence of large earthquakes due to foreshocks
and aftershocks. Many small earthquakes occur along with large earthquake as foreshocks and aftershocks. 
Therefore, the b-value of the intensity-frequency relation during the period from foreshocks to aftershoks increases.
It was reported that the b-value for foreshocks only tends to be lower than the normal value. The relations 
between the magnitude and the precursor time of previous studies give about 17.1, 7.4 and 2.6 years as 
the precursor periods of earthquakes whose MMI are , and , respectively. A total 23 historical earthquakes
whose MMI are equal to or greater than occurred in the Kyungsang Basin, and 8 events  among them 
that have enough foreshocks for statistical analysis are examined in this study. This study reveals that the 
b-values of the intensity-frequency relations for the above 8 earthquakes (MMI ) from the precursor periods 
to 1 year after the main shock are generally larger than the normal value and those for foreshocks only 
during the precursor periods are smaller than the normal value. The same phenomena definitely hold for 
the whole historical earthquakes in the Kyungsang Basin whose MMI  are equal to or greater than V. Findings
of this study seem to be in line with those of the previous studies in other regions of the world and indicate
the possibility of earthquake prediction based on close monitoring of seismicity change in the Korean peninsula.

earthquake prediction, historical earthquake, intensity,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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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진예지란 미래에 발생할 지진의 시간 장소 및 규

모 등을 미리 예측하는 과학적 작업으로 지진재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

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태풍이나 화산 해일 등 여타의 

자연재해에 비하여 엄청나게 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발생 이전에 전조현상 등을 분석

하여 임박한 지진을 예보할 수 있다면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 보편적

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공은 거두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진예지의 응용지진학적 중요성

을 고려할 때 전조현상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법과 

아울러 전조현상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지구물리학적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일어나는 지구물리학

적 및 지질학적 이상 현상이 전조현상이며 보통 지진

예지에 관한 연구는 지진이 발생할 곳을 미리 예측하

여 그 부근의 지구물리학적 및 지질학적 상태를 지속

적으로 관측하여 전조현상들이 발생하는 가를 조사하

는 것이 기본이 된다 이러한 전조현상에는 여러 가지

가 있으나 본 연구는 역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이 가

능한 대규모 지진 발생 전후의 지진활동의 변화에 초

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지각에 지구조력 이 장기간 작용하

면 활성단층 등 지각의 약대 에 미세한 규

모의 균열 이 다수 발생하면서 체적이 다

소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을 딜레턴시 라 

부른다 암석에 큰 규모의 파쇄가 발생할 때 이에 앞

서 많은 작은 균열이 생기는 현상은 실험실에서 잘 

입증되었다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기 전 이러한 딜레턴시 

현상이 진행되면서 작은 규모의 전진 들이 

많이 발생하여 지진활동의 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주

지진 이후에 진원 지역 응력장의 재조

정 과정에서 여진 들이 발생하면서 지진활

동이 변화한다 대규모 지진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전

진 및 여진들에 의한 지진활동의 변화는 규모 진도

빈도 관계식의 값의 변화에 반영된다

년 미국의 지진 과 지진예지

에 성공한 년의 중국의 지진

등에서 값의 변화가 관측되었다 또한 이 현상이 

년 이탈리아의 지진 의 예보에 이

용되었다 년 고베지진

의 경우 약 년 전부터 값의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중국 북부 지역에서도 

값의 변이를 이용하여 지진예지에 이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진의 예지

지진의 예지는 통계적 예지

지구조적 예지 물리적 예지

와 즉석 경보 등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통계적 예

지는 연구 대상지역에서 과거에 발생한 지진 활동을 

분석하여 미래의 지진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것으로 건

조물의 내진설계나 지역 지진위험도 평가에 이용된다

이 방법은 지진 발생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판경계 지진대에서는 비교적 유효하나 판내부 지진대

에서는 지진발생의 재래시간이 매우 길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지구조적 예지는 연구대상 

지역의 활성단층에서 단층의 형태 지각변형 및 누적 

응력 등을 조사하여 그 지역에서 일어나기 쉬운 지진

의 규모나 형태 등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

계적 및 지구조적 방법으로 예측하는 것은 보통 초장

기적 및 장기적 예지로 분류된다

물리적 예지는 전진의 발생 지각변동 지하수위 지

하수의 화학성분 암석의 비저항 지전류 등의 변화나 

전자파 방출 등 지진 전조현상을 정밀하게 관측하여 

임박한 대규모 지진의 시간 장소 및 크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통 단기적 예지가 된다 즉석 경보

란 엄밀히 말하여 예지라고 볼 수 없으나 지진 발생시 

신속한 경보의 발령으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지진의 전조현상

지진의 전조현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심지어는 동물들이나 물고기들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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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행동들도 연구되었다 전진활동 등을 비롯한 

몇 가지 전조현상들을 이용하여 지진예지에 성공한 예

가 있으나 기상예보와 같이 실용화 하여 대규모 지진

이 발생의 시각 및 그 규모를 예측하기에는 아직 요

원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현상들로서는 지진발생 회수의 변화 전진 발생

파 및 파 속도 변화 지표면 수준변화 라돈 가스 

방출 암석 전기 비저항 값 변화등을 들 수 있다 지

진발생과 연관되어 활성단층 지역에서 진행되는 딜레

턴시가 이들 전조현상 들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지진파 속도의 변화는 지진학자들에게 중요한 관심

의 대상이 되어왔었다 딜레턴시에 의하여 지각의 일

부에 체적의 증가가 발생하면 그 지역을 통과하는 지

진파의 속도가 변화한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진들의 전파속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 전조현상은 지

표면에 융기하거나 기울어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세 번째 전조현상은 활성단층대를 따라 대기 

중으로 불활성 가스인 라돈이 방출되는 것이다 네 번

째 전조현상은 암석 비저항 값의 변화이다 물로 포화

된 화강암등의 암석이 고압력하에서 파쇄할 때 비저항

값이 크게 변화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다섯 번째의 전조 현상은 지진활동의 변화이다 대규

모 지진 발생하기 이전에 보통 작은 규모의 전진

들이 많이 발생하여 값 즉 큰 지진과 작

은 지진의 비율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전진들이 다

수 발생하는 것이 지진예지에서 현재까지 가장 널리 

관측되는 전조현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전조현상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는 

이 외에도 지자기의 변화 해당지역 주 단층면과 일치

하는 진원기구 를 갖는 빈번한 

미소지진들의 발생을 지구물리학적 전조현상으로 지적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전조현상은 값의 변

화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지진발생을 전후하여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 다수 발생하는 현상은 이 기간에 

값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기 전 

전진만이 고려될 때에는 값이 정상시의 값보다 일반

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최근에 여진활동의 시공간적 변화를 조사하여 본진 

발생 직후 값이 작아지면 여진이 다수 발생할 가능

성이 커지고 여진발생 기간이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었

으며 또한 값의 변화를 프

랙탈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진도 빈도 관계식

와 는 지진의 규모

빈도 관계식을 으로 표시하였고 여기에서 

은 정해진 기간과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이상 

지진들의 누적 발생 횟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값은 

그 지역의 지진 발생횟수에 관계하여 변화하는 반면

작은 지진과 큰 지진의 비를 의미하는 값은 전세계

적으로 대체로 일정한 값을 나타내며 정도의 

값을 갖는다 이 값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는 군

발지진 이나 화산지진의 경우 뿐

이다 여러 연구 결과는 이 관계식이 매우 보편적이어

서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진앙지에서의 진도값 과 규모 과의 관계식은 

지역에 따라 경험적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선형적

인 관계식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진도 빈도의 

관계식도 같은식 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이 식의 값은 규모 빈도 관계식의 값과 다

르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분지 역사지진들에 대한 진

도 빈도 관계식을 구하여 대지진 발생 전후의 값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전조의 발생기간

일반적으로 지진의 규모가 클수록 전조현상이 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됨이 알려져 있다 이전의 연구들

은 대규모 지진 발생시 전조가 나타나는 기간 일수

와 발생할 지진의 규모 사이에 다음과 같은 경험

식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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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전조 기간 의 로그값과 규모 사이

에 선형 관계식이 성립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개 관계식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또한 규모를 

진도로 변환하기 위하여 가 

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하여 제

시한 의 공식을 이용하였다

의 과 전조기간 규모 관계식의 

은 같은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이 경험식들을 적

용할 때 건조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진도 

및 지진들의 전조기간은 각기 년 년

및 년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도 

이상의 지진들을 대상으로 각각 해당 전조기간을 

적용하여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지진을 대상으로 

값을 분석하였다

경상분지 역사지진 진도빈도 관계의 값 분석

국내에 지진계가 설치된 년 이후로 진도 

이상의 계기지진이 경상분지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

았다 따라서 경상분지에서 대규모 지진의 전진현상을 

이용한 지진예지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역사지

진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분지의 

과거 역사지진기록을 이용하여 진도 빈도 관계식의 

값이 진도 이상의 강진을 전후하여 변화한 양상을 

분석하였다

경상분지에서는 진도 이상의 역사지진이 총 

회 발생했으며 그 중 진도 이상의 역사

지진은 총 회에 달한다 이들 진도 이

상의 회 역사지진 가운데 충분한 수의 전진이 발생

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경

우는 회였다 그 이외의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은 경상분지에서 서기 년간 발생

한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들의 진앙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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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상분지 일대에서 발생한 진도 이상의 

역사지진들에 대하여 진도 빈도 관계식 

를 구하였다 다음에 통계적의로 의미 있

는 값 분석이 가능한 회의 진도 이상의 역사지진

들에 대하여 해당 전조기간으로부터 발생 년 후까지 

진도 빈도 관계식들을 계산하여 값을 구하였다 지진

발생 년 후까지의 기간을 정한 이유는 이 지진들의 

전진 본진 및 여진들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기 위함

이었다 다음으로 전진만을 포함하기 위하여 이상 회 

역사지진들의 해당 전조기간으로부터 지진발생 당일까

지 본진을 제외한 지진들에 대하여 진도 빈도 관계식

의 값을 계산하였다

에 이 회의 지진들에 대한 분석 결과가 

도시되었다 이 중에서 의 그림은 전진 본진 여진

을 포함한 자료를 이용하여 값을 계산한 것이며 

의 그림은 전진만 포함한 것이다 은 이 회의 

자료를 전부 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며 회의 

지진들이 포함된다 의 그림은 전진 본진

여진들을 포함하고 의 그림은 전진만을 포함한다

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지진들에 

대하여 전진 본진 및 여진을 포함한 경우 값은 경

상분지 전체에서 발생한 지진들의 경우보다 대체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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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여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지진들의 값은 경상분지 전체에

서 발생한 지진들의 경우보다 대체로 더 낮다 한편 

상기의 회의 지진들을 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

는 에서 값은 전진 본진 및 여진을 포함한 

경우 에 그리고 전진만을 포함한 경우 에 

로서 각기 경산분지 전체에서 발생한 지진들을 대

상으로 한 경우의 보다 더 높고 더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대 규모 지

진들의 발생 전후에 발생하는 지진활동의 변화와 부합

한다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도 지진활동의 변화를 면

밀하게 추적하는 연구가 지진예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론 및 논의

경상분지에서 발생한 진도 이상의 역사지진을 이

용하여 지진예지 가능성을 추정해 보았다 이전의 연

구에서 대체로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발생을 전후

하여 지진활동의 변화가 발생하여 진도 빈도 관계식

의 값이 변함이 알려져 있다 경상분지에서 발생한 

진도 이상의 회의 지진들을 분석한 결과 전

조기간으로부터 지진발생 년 후까지 진도 빈도 관계

식에서의 값은 대체로 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값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진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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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만 고려하기 위하여 이상의 회의 역사지진들에 

대하여 전조기간에 발생한 지진들의 진도 빈도 관계식

에서 구한 값은 경상분지 전체 자료에서 구한 값보

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지역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의 한반도 지진

예지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 사

본 연구는 기상청에서 시행하는 기상지진기술개발사

업의 하나인 지진예지 및 지진해일 예측기술개발 과제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