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지진 원인, 단층 및 진도 

강태섭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2016 대한토목학회 심포지엄 “경주지진, 사회기반시설은 안전한가?” 

2016. 9. 28, 메리츠타워 아모리스홀 



첫 지진 기록 

2 

三國史記 卷第十三  
高句麗本紀 第一 
琉璃王 二十一年 
秋八月地震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유리왕 21년 
(서기 2년 8월.음) 
 
가을 8월에 지진이 일어나다. 



 A.D. 27년 11월 

 지진. 집이 기울어지고 

무너졌다. 

첫 피해 
지진 기록 

백제 
시조 온조왕(溫祚王) 



삼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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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 신라본기 
혜공왕 15년(779년)  
 
봄 3월에 서울에 지진이 일어
나, 백성들의 집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1백여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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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 1393~1905 

     - 조선왕조실록 

     - 승정원일기 

     - 일성록 

     - 증보문헌비고 

     - 국조보감 

     - 서운관지 

     - 기타  

         : 1000회 이상의 지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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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인조 21년 6월 21일 
(1643년 7월 24~25일) 

경상 좌병사 황집(黃緝)이 올린 장계는, “9일 신시(申時)
에 지진이 건방(乾方)에서 처음 일어났는데 개와 닭이 모
두 놀라고 사람이 똑바로 앉아 있을 수 없었으며 산천이 
거세게 흔들리고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라고 하였
다는 일이었다. 

경상 감사가 올린 장계는, “경상좌도에서는 안동(安東)에
서 시작하여 영해(寧海), 영덕(盈德) 이하에서부터 옆으
로 돌아 금산(金山)에 이르기까지의 각 고을에, 이달 9일 
신시와 10일 진시에 두 차례 지진이 일어나서 성첩이 많
이 무너졌습니다. 울산(蔚山)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지진
이 일어났는데, 부(府)의 동쪽 13리 되는 조수(潮水)가 
드나드는 곳에서 바다 가운데의 큰 파도처럼 물이 격렬하
게 솟구쳐서 육지로 1, 2보까지 밀려 왔다가 도로 들어갔
으며, 마른논 6곳이 갈라져 샘처럼 물이 솟더니 때가 지나
자 다시 메워졌는데 물이 솟아난 곳에는 각각 흰모래 1, 2
말이 나와서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는 일
이었다. 



세종 56권, 14년( 1432) 5월 5일 
-----------------------------------------------------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진(地震)은 천재지변(天災地變) 중의 큰 것이다. 그런 까닭에 경전(經傳)에 지진을 번번이 기
록하였으나 우뢰나 번개의 이변(異變)은 쓰지 않았다. 그러니 우뢰나 번개는 보통 있는 일인 것
이다. 그런 까닭에 《춘추(春秋)》에도 이백(夷伯)의 사당에 지진하였다는 것만 썼다. 그래서 우뢰
와 번개는 심상한 일인 것을 알겠다. 우리 나라에는 지진이 없는 해가 없고, 경상도에 더욱 많다. 
지나간 기유년에 지진이 경상도로부터 시작하여 충청·강원·경기의 세 도(道)에 파급(波及)하였다. 
그날 나는 마침 책을 보느라고 지진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가 서운관(書雲觀)의 계달을 듣고서야 
알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는 비록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는 일이 없으나, 지진이 하삼도(下三道)
에 매우 많으니 오랑캐의 변란이 있지나 않을까 의심된다.” 
  
하니, 권채(權採)가 대답하기를, 
  
“우뢰나 번개는 천변(天變)의 작은 것이고, 지진은 재변의 큰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느 일
을 잘하였으니 어느 좋은 징조가 감응(感應)하고, 어느 일을 잘못하였으니 어떤 좋지 못한 징조
가 감응한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갖다 붙인 사리에 맞지 않는 언론(言論)입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그럴 듯하다. 천재지이(天災地異)의 응보는 혹은 가깝기도 하고 혹은 멀기도 한 것이
니, 10년 사이에 반드시 응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한나라와 당(唐)나라의 여러 선비들이 
다 천재지이설에 빠져서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것은 내 채택(採擇)하지 않겠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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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에서 지진(地震)이 일어났는데, 
소리가 우레가 같았고 담벽이 무너졌으며, 기
와가 날아가 떨어졌다. 양양(襄陽)에서는 바닷
물이 요동쳤는데, 마치 소리가 물이 끓는 것 
같았고, 설악산(雪岳山)의 신흥사(神興
寺) 및 계조굴(繼祖窟)의 거암(巨巖)이 모두 
붕괴[崩頹]되었다. 삼척부(三陟府) 서쪽 두타
산(頭陀山) 층암(層巖)은 옛부터 돌이 움직인
다고 하였는데, 모두 붕괴되었다. 그리고 부
(府)의 동쪽 능파대(凌波臺) 수중(水中)의 10
여 장(丈) 되는 돌이 가운데가 부러지고 바닷
물이 조수(潮水)가 밀려가는 모양과 같았는데, 
평일에 물이 찼던 곳이 1백여 보(步) 혹은 5, 
60보 노출(露出)되었다. 평창(平昌)·정선(旌善)
에도 또한 산악(山岳)이 크게 흔들려서 암석
(巖石)이 추락하는 변괴(變怪)가 있었다. 이
후 강릉(江陵)·양양(襄陽)·삼척(三陟)·울진(蔚
珍)·평해(平海)·정선(旌善) 등의 고을에서 거의 
10여 차례나 지동(地動)하였는데, 이때 8도
(八道)에서 모두 지진이 일어났다. 

숙종실록 11권, 숙종 7년 5월 11일  
(1681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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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 10년 1월 27일(1810년) 

함경 감사 조윤대(曹允大)가 아뢰기를,  
"이달 16일 미시(未時)에 명천(明川)·경성(鏡城)·회령(會寧) 
등지에 지진(地震)이 일어나 집이 흔들리고 성첩(城堞)이 무
너졌으며, 산기슭에 사태가 나서 사람과 가축이 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날 부령부(富寧府)에도 지진이 일어나 무너
진 집이 38호이고, 사람과 가축 역시 깔려 죽었습니다. 16일
부터 29일에 이르기까지 지진이 없는 날이 없어 한 주야(晝
夜) 안에 8, 9차례나 5, 6차례씩 있었는데, 이따금 땅이 꺼
지고 샘이 폐색(閉塞)되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령에서 
연달아 14일 동안이나 지진이 그치지 않았다고 한 것은 물론 
괴이쩍지만, 또 땅이 꺼진 곳이 있다는 등의 말은 더욱 매우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다시 자세히 치보(馳報)하게 하였습니
다. 그 부사(府使)가 다시 보고하기를, ‘본부(本府)의 청암사
(靑巖社)가 해변에 위치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수남(水南)·
수북(水北)의 두 마을은 바다와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서 문
과 담 밖이 바로 대해(大海)입니다. 그래서 유독 심하게 이런 
재변을 입었는데, 모래가 덮혀 폐색된 우물이 11곳, 땅이 갈
라지고 꺼진 곳이 세 곳으로, 둘레와 깊이는 각기 몇 아름이 
되었습니다. 바닷가 산 위에 있는 큰 암석 하나는 굴러내리
다가 둘로 갈라져 그 중 절반은 바다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금년 정월 12일까지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놀라고 무서워서 눌러 살지 못하고 있는데, 
지진이 반드시 여러 날 동안 그치지 않을 리가 없고 연해안
이기 때문에 혹 해뢰(海雷)의 재변이 있어서 그런 듯합니다.’
고 하였습니다. <중략> 무지한 시골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워
서 불안해 하고 있으니, 또한 매우 민망스럽습니다. 때문에 
금방 별도로 친비(親裨)를 정해서 본읍으로 달려가 더는 요
동하지 말고, 안심하고 눌러 살라는 뜻을 다방면으로 위로하
고 깨우치도록 하였습니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18일 이른 새벽에 두 번 지진(地震)
이 일어났는데, 관상감(觀象監)에서 
서계(書啓)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당해 관원(當該官員)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추국(推鞫)해 다스리게 하소
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숙종실록 11권, 숙종 7년 6월 19일 

12 



수정 메르칼리 진도(M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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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ter (1958) 
VI. 모든 사람이 감지하며, 다수가 놀라 밖으로 뛰어 나감. 똑바로 걷기가 어려움. 유리창, 접

시 등의 유리제품이 파손되고, 장식품, 책과 같은 선반위의 물건이 낙하함. 액자가 추락하
며, 가구의 위치가 바뀌거나 전도함. 약한 회벽, D급 구조물에 균열발생. 교회, 학교의 작
은 종이 스스로 울리며, 수목, 잡초등이 크게 진동하거나 소리를 냄. 

VII. 평지에서도 서있기 곤란하며, 운전중인자도 감지. D급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며, 약한 굴
뚝은 지붕부근에서 파손됨. 회벽, 느슨한 벽돌, 석재, 타일, 느슨한 난간등 건축용 장식물
들의 붕락. C급 구조물에 미세한 균열 발생. 웅덩이 바닥의 진흙이 물과 섞여 흙탕물이 
됨. 모래나 자갈로 된 제방에 홈이 패이거나 작은 규모의 사태가 일어남. 큰 종이 스스로 
울림. 콩크리트로 된 배수로의 일부가 파손됨. 

VIII. 운전에 장애가 발생함. C급 구조물은 일부 파손되며, B급에는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나 A
급에는 피해가 나타나지 않음. 도장된 흙벽의 붕락, 굴뚝, 공장지대의 큰 굴뚝, 기념비, 탑, 
저장탱크 등이 전도하거나 뒤틀림. 기초가 불안정한 누각, 정자가 기초에서 이탈함. 느슨
한 패널벽이 튀어 나오며, 강도가 낮은 파일이 파손됨. 우물의 수위와 수온이 변하며, 급
사면이나 젖은 지표면에 균열이 발생함. 나무가지가 부러짐. 

IX. 모든 사람이 공포를 느낌. D급 구조물은 완전히 파괴됨. C급 구조물은 심하게 파괴되거나 
가끔 불완전한 파괴가 일어나며, B급 구조물에도 상당한 파손이 일어남. 축대 등의 붕괴
가 발생한다. 기초가 불안정한 누각, 정자등은 기초에서 이탈하여수직방향을 유지하지 못
함. 저장소, 저수지 등이 심하게 파손되며, 지하 파이프관이 파손됨. 지표에 균열이 현저
하게 나타나며, 충적층에서 진흙과 모래들이 분출하여 분사구와 지진샘등이 나타남. 



역사지진 발생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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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지진 진앙 분포 

전체 지진 기록 (유감지진) :  

   약 2,000건 

 

피해지진 기록:  

   약 40건 

   MMI ≥ VII (ML≥5.5) 

역사지진 통계 



역사지진 계기지진 

역사 및 계기지진 진앙분포 비교 

         : 역사지진 진앙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계기지진 진앙 분포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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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측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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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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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요 계기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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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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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면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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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원 재결정 

23 
자료: 신동훈(전남대) 



스펙트럼 
진원요소 분석 

24 
자료: 신동훈(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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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동 분포 

27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 

ML 5.1 ML 5.8 



최대지반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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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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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과 지진 분포 

 조구조 운동의 결과와 뚜렷한 대비를 보이지 않는 당대의 지진활동 분포 
 큰 규모 지진의 낮은 발생 빈도 
 적절한 지진활동 변수 추정을 위해서 더 낮은 값의 Mc 확보 필요 



한반도 지질 및 선구조 

한반도의 지진활동 



4기단층 조사를 위한 트렌치 

(한국수력원자력㈜, 2004)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발달한 제4기 단층들의 
위치 

(한국수력원자력㈜, 2004) 



작은 지진과 큰 지진의 연관성 

Yes! 



Kim, Choi & Noh 
(BSSA, 2010) 

2007년 1월 20일, 오대산지진, ML 4.8 

Son, Shin, Kim & Cho 
 (Geosci. J., 2014) 

백령도(2013) 
최대 Mw 4.9 

보령 (2013) 
최대 ML 3.8 

최근 지진의 여진활동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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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임시관측망 
운영 
부경대,부산대,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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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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