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지진은 큰 동굴의 천장을 공기가 밀어 발생한다고
생각했으며, 큰 지진은 동굴 바닥을 공기가 부셔서
발생한다고 생각했다(B.C 4C, 아리스토텔레스).

들어가는 말

재해예방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인구밀집과 산업화에 의해 재해

판구조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의 내부에 위치하여 지진에 안전한 지역

규모가 날로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은 다른 자연현상과는 달리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처럼 큰 피해가 일어날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고

한번 큰 지진이 발생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와

있지 않을 뿐 우리나라에서도 작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공포감을 줍니다.

시흥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하여 수도권 전역에서 감지되었으며, 2007년에 발생한

최근 일본, 뉴질랜드, 칠레, 아이티 등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들에 의해 각 나라에서는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규모 4.8의 오대산 지진에 의해 진앙 부근 지역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등 강한 진동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판 경계부에 위치하여 대규모

이 책은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과 지진에 관련된 용어에 대해 설명하고, 지진 발생사례,

지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진에

우리나라의 지진 감시체계, 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 대비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었음

이 책을 통해 지진에 대해 이해하고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지진의 피해를 줄이는데

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지진의 규모는 9.0으로
일본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
으며, 지진에 의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지진해일이나 원자력 발전소
붕괴에 따른 방사능 누출에 의한 피해도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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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진의 이해

지진이 발생한 시각인
진원시와

지진
요소라는게
뭐야?

1.1 지진의 정의

지진의 위치에 해당하는
진앙과 진원깊이,

지진(地震)은 한자어로 땅 지(地)와 흔들릴 진(震)이 합쳐진 말로서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진의 크기인 규모가
지진요소야.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가 한 순간 밖으로 나오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한다.
지진은 대부분 지구표면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개의 판이 만나는 경계를 따라서 발생한다.
지진은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은 경우도 있지만, 큰 지진이 발생하면 수많은 생명을
빼앗고 건물, 도로, 다리 등을 파괴하는 무서운 자연재해가 된다.

진원은 지진이 시작된 곳이야.
그럼
진원이란 건
뭐야?

진원의 바로 위
지표면 지점이 진앙이고,
지표에서 진원까지의
깊이를 진원깊이라고 하지.

관측소

진원깊이

진앙

진앙거리

거리

진원

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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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소

규모

1.3 지진의 크기(규모와 진도)

연평균 발생 횟수

규모

규모는 지진 자체가 갖는 에너지의 크기이다. 따라서 지진파가 관측된 어느 곳에서
계산하더라도 규모는 동일하다. 그러나 진도는 지진파가 전달된 지점마다 다르게
표현된다. 큰 지진이라도 아주 멀리서 관측되면 그 영향이 작아져 진도도 작아지며,
같은 지역에서도 지반조건이나 건물상태 등에 따라 진도가 달라진다.

8 이상

1

7~7.9

15

6~6.9

134

5~5.9

1,319

4~4.9

13,000

3~3.9

130,000

2~2.9

1,300,000

규모란 지진 자체의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이 개념을 처음 도입한 미국의 지진학자
리히터의 이름을 딴 리히터 규모가 자주 사용된다. 리히터 규모는 지진기록의 최대

진도2

진도4

진도6

진도7
퇴적층
(연약지반)

진폭과 진앙거리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리히터 규모 7의 지진은 리히터
규모 6의 지진보다 32배 큰 에너지를 방출하며 리히터 규모 5의 지진보다는
약 1,000(32×32=1,024)배 큰 에너지를 방출한다.
지진분석에는 리히터 규모 외에도 실체파 규모, 표면파 규모, 모멘트 규모 등 다양한
형태의 지진파를 이용한 규모가 사용된다.

암반[단단함]
다소 단단한
지반
이제
규모와 진도가
어떻게 다른지
알겠지?

진도
진도는 어떤 장소에서의 지진동의 세기를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의 물체 또는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로 표현한 것으로 정해진 설문을 기준으로 계급화한 것이다.

응!
이젠 규모와 진도가
어떻게 다른지
알것 같아!

최근에는 계측기에 의해서 직접 관측한 값을 진도 값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지진발생
구역

-4-

진원
규모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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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메르칼리 진도계급

수정 메르칼리 진도계급

진도Ⅰ

진도Ⅱ

1902년 이탈리아 지진학자 메르칼리에 의해 만들어져 사용되다가 1931년 미국의 해리 우드와 프랭크 노이만에 의해 보완되었다.
이 등급은 12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진피해규모에 근거를 둔 수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진도계급을 사용하고 있다.

진도Ⅲ

진도Ⅳ

진도Ⅴ

진도Ⅵ

진도Ⅶ

진도Ⅷ

진도Ⅸ

진도ⅩⅠ

진도Ⅹ

진도ⅩⅡ

진도Ⅱ

진도Ⅳ

진도 Ⅵ

진도 Ⅷ

진도 Ⅹ

진도 ⅩⅡ

매달린 물체가 약하게 흔들리며
소수의 사람만 느낀다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가
뚜렷하게 움직인다

모든 사람들이 느끼며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고 피해를 입는 굴뚝도 있다

무거운 가구가 넘어지고
굴뚝, 기념탑 등이 붕괴된다

지표면이 갈라지고
기차 선로가 휘어진다

물체가 공중으로 튀어 나가며
지표면에 파동이 보인다

진도Ⅰ

진도 Ⅲ

진도 Ⅴ

진도 Ⅶ

진도 Ⅸ

진도 Ⅹ
Ⅰ

미세한 진동으로 지진계와
극소수의 사람만이 느낀다

실내에서 현저하게 느끼며
트럭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진동이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느끼며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한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가며
운전자도 지진동을 느낀다

모든 건물이 피해를 입고
지표면에 금이 가며
지하송수관이 파손된다

남아 있는 석조 구조물이
거의 없으며 다리가 부서지고
지표면에 심한 균열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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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파 :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

1.4 지진파

P파 : 파
 의 진행방향과 입자의 진동방향이 같고 첫 번째로 도착하는 파이다.

북을 치면 물체의 진동이 주위의
공기에 전달되어 주위로 전파되어 간다.
이 파동을 음파라 한다.

S파 : 파
 의 진행방향과 입자의 진동방향이 서로 직각이며 두 번째로 도착하는 파이다.
탄성체에
충격을 주었을때 파동이
일어나는것을
탄성파라 하고

지진파는 진행방향과
입자의 진동방향과의
관계에 따라 여러 종류의
파로 나누고 있지!

지진발생에 따라
지구(탄성체)에서
발생되는 탄성파를
지진파라 부른단다.

P파는 고체와 액체 속을
모두 통과하지만,
S파는 고체만을 통과해서
액체상태인 외핵은 통과하지 못하지.
이런 지진파들이
지구내부를 통과하면서
굴절되거나 반사되어
지진파가 도달하지 않는
암영대가 생기게 되지!

표면파 : 지표면 근처를 따라 전파하는 파

러브파 : 파
 의 진행방향과 입자의 진동방향이 서로 직각이며 수평움직임을 가지는 표면파이다.

진원
P, S파

레일리파 : 입
 자가 타원운동을 하면서 지표면을 흔들리게 하는 표면파이다.

P파

103°
암영대

S파 표면파

P파는 고체 속에서
약 5~8k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액체 속에서는
약 2km/s의 속도로 움직이지!
P파에 이어서 오는
S파는 고체만을 통과하며
3~4km/s의 속도로
움직이지.

142°
P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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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진의 시간적 분포

자연지진과 인공지진

전진

본진

큰 규모의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 내에서
큰 지진 전에 발생하는 작은 규모의 지진

어떤 진원 부근(하나의 단층)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진

그럼... 터널공사나
광산에서의 발파작업 중에
일어나는 진동을
인공지진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핵실험을
할 때도
인공지진이
일어나.

여진
본진 뒤에 발생하는 작은 규모의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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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진의 발생원인 및 발생현황

제2장

2.1 지진의 발생원인
지구표면을 이루는 암석을 지각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커다란 퍼즐 조각처럼 서로
쪼개져 맞물려 있다. 판이라고 하는 이 조각들은 연약권이라 불리는 점성을 가진 층 위를

지진의
발생원인 및 발생현황

1년에 수 cm 이상의 속도로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에 관한 이론을 판구조론이라고 한다.
천천히 움직이는 판은 서로 부딪치면서 암석들을 조이거나 늘여 점차 압력을 키우게 된다.
그 압력이 매우 커져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암석이 깨지고 갈라지면서 지진이 발생한다.
이때의 충격파가 땅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다.

유라시아판

북미판

필리핀판

카리브해판

태평양판
코코스판

아프리카판
인도 - 호주판

남극판

나스카판

남미판

스코티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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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동반된 현상 및 피해

지진의 발생 과정

산사태

땅갈라짐

액상화

힘
힘

2. 암반에 변형이 쌓인다

1. 암반에 힘이 가해진다

지진이 산악지방이나 언덕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면 광범위한
산사태가 발생한다

매우 큰 규모의 단층이 발생하면
단층의 분리나 균열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다

단층면

하천흐름 변화

4. 단층운동(지진)에 의해
변위가 발생한다.

지진해일

지하수를 많이 포함한 모래지반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지반이 유체처럼
거동하며, 모래나 물이 솟아오르거나
건물이 가라앉기도 한다
땅흔들림

3. 진원에서 단층운동이
시작되어 지진이 발생한다

지진에 의해 호수나 저수지의
물 흐름이 변한다

단층

정단층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의해
해저면이 수직운동을 하면
매우 긴 파장의 지진해일이 발생한다

건물붕괴

수면진동

지진이 심할 경우 건물붕괴 등으로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

호수나 저수지의 수면이 먼 거리에서
발생한 큰 규모의 지진에 의하여
긴 주기를 갖고 진동하는 현상이다

지진파에 의해 지면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발광현상

역단층

단층은 지표의 암석들이 힘을 받으면서 암석의 성질과 주어진 힘의 형태에 따라
양쪽 땅덩어리가 서로 어긋나게 움직여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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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때
하늘에 섬광 같은 빛이 번쩍이거나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2.2 세계의 지진 발생현황
아시아지역
1980년~2010년까지 31년 동안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아시아지역 중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약 140회 정도 발생하였다. 특히 불의 고리라 불리는 태평양에 접해 있는 아시아 일부

필리핀판, 북미판이 만나는 곳을 따라서

지역에서 북미와 남미까지 이어지는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였다.

길게 뻗어있는 일본열도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유라시아판과
인도-호주판, 필리핀판, 태평양판의
경계부에 있으면서 환태평양지진대에

불의 고리는 말이지...
환태평양 지대의 지진대와 화산대가
중첩된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칠레에서 북미 서해안, 알래스카, 일본,
동남아시아 등이 여기에 포함돼!

우와~
이렇게 많이!!

속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지역에서
USGS

주로 지진이 발생한다.

인도·중국지역에서는 유라시아판과 인도-호주판이 충돌하는 히말라야산맥을
둘러싸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며, 지진 발생지역이 인도, 아프가니스탄, 중국 서부는
물론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중국 동부 등 대륙의 상당히 깊숙한 곳까지
이르고 있다.

0
33
70

북미지역

150

300

500

USGS

USGS

800
USGS

지진 발생현황(1980년~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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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깊이(km)

환태평양지진대에 속하는 지역 중 하나이며, 태평양판과 북미판의 경계부인
미국 서해안으로부터 알류샨 열도를 따라서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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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지역

중동지역

USGS

일본 주변 지각판 현황

USGS

남미판·나스카판·코코스판 등의

아라비아판과 유라시아판이

경계를 따라서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만나는 이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유럽지역

아프리카지역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지진은 일본에서 기록된 지진 중 최대
규모의 지진이다. 일본은 북미판,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필리핀판이 만나는 경계로서 네 판이 만나는
경계부에서 서로 미는 힘이 발생한다. 이 판의 접촉면에서 큰 힘이 쌓이다가 견딜 수 없게 되자 순간적
으로 태평양판의 위로 북미판이 올라서면서 쌓였던 힘이 방출되어 일본 동북부지진이 발생했다.

USGS

USGS

유라시아판과 아프리카판의 경계부인

아프리카 동부지역의 소규모 판경계를

그리스, 이탈리아 해안지대, 모로코와

따라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알제리 등의 지중해지역에서 지진이

대서양의 해령을 따라서 해저 지진이

많이 발생하며, 대서양의 해령을 따라

자주 일어나고 있다.

해저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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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세계의 주요지진

일본(혼슈 동해안근처)

캄차카

알래스카(랫 제도)

알래스카(프린스윌리엄사운드)

알래스카(앤드리애노프 제도)

2011년 3월 11일 규모 9.0
일본 최대의 지진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 발생

1952년 11월 4일 규모 9.0
최고 13m의 지진해일 발생
하와이와 알래스카,
캘리포니아까지 지진해일의
영향 발생

1965년 2월 4일 규모 8.7
10.7m 파고의 지진해일 기록

1964년 3월 28일 규모 9.2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지진
전체 128명 사망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 발생

1957년 3월 9일 규모 8.6
도로에 4.5m 균열발생
200년 만에 브세비도프산 분화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 발생

1923년 2월 3일 규모 8.5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 발생
지진에 의한 눈사태로 피해
발생

쿠릴열도
1963년 10월 13일 규모 8.5
지진해일 발생

티벳-아삼
1950년 8월 15일 규모 8.6
780명 이상 사망
산사태에 의해 강이 막혔다가
터지면서 강의 범람에 의해
피해 발생

수마트라-안다만 제도
2004년 12월 26일 규모 9.1
세계 세 번째 규모의 지진
전체 227,898명 사망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 발생

인도네시아(북부 수마트라)

인도네시아(남부 수마트라)

인도네시아(반다해)

칠레(비오-비오 앞바다)

칠레

에콰도르(에스메랄다스 연안)

2005년 3월 28일 규모 8.6
약 1,300명 이상 사망
지진해일 발생

2007년 9월 12일 규모 8.5
25명 이상 사망
지진해일 발생

1938년 2월 1일 규모 8.5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 발생

2010년 2월 27일 규모 8.8
521명 이상 사망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 발생

1960년 5월 22일 규모 9.5
세계 최대 규모의 지진
1,600여명 사망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 발생

1906년 1월 31일 규모 8.8
지진해일에 의해 500~1,500명 사망
중앙아메리카연안, 샌프란시스코서부까지
지진해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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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USGS

● 샌프란시스코지진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지진이 1906년 4월 18일에 규모 7.8로 발생했다. 이 지진은
약 1분 동안 이어졌으며,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길이 430km, 최대 수평변위 6.4m로 파괴되었다.
이 지진으로 단층에 의해 도로가 끊어지고,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건축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화재로 인한 피해도 컸다. 이 지진에 의해 약 3,000명이 사망하고, 5억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캘리포니아지역과 서부 네바다주, 남부 오리건주에서 지진이 감지되
었다.

USGS

● 탕산지진
1976년 7월 27일 중국 북동부지역인 탕산일대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인해 공업도시 탕산은 괴멸 상태가 되었다.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이 지진으로 240,0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고 하지만, 사망자가 655,000명에 달하고, 799,000이상이 부상당했을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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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의
관측 및 석

제3장 지진의 관측 및 분석

오늘날 사용되는 장주기 지진계는 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큰 규모의 지진을,
그레이-밀른 지진계

단주기 지진계는 가까운 지역에서

영국의 과학자인 밀른, 그레이, 유잉이

발생한 지진을 잘 관측할 수 있다.

3.1 지진관측기기의 발달

1881년~1882년에 일본에서 공과대학

그리고 최근에는 지진계의 발달로

교수로 재직할 때 개발한 최초의 성공적인
광대역 지진계이다. 이 지진계는 추의

장주기 성분과 단주기 성분을 동시에
진원으로부터 발생된 지진동을 관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는 그 기록 형태에

움직임을 이용하여 종이가 둘러싸인
하나의 통에 3개의 펜이 연속적

관측할 수 있는 광대역 지진계가

으로 땅의 진동을
기록한다.

사용되고 있다.

따라 검진기와 지진계로 나눌 수 있다.
검진기는 지진동의 방향만을 알 수 있으며 파형 자체는 기록되는 않는 장치를 말하며,
지진계는 지진파형을 기록하는 것으로 종이 위에 목탄, 잉크, 열감응식 등으로 지진파형을
기록하는 아날로그 지진계와 디지털 신호로 지진파형을 기록하는 디지털 지진계가 있다.

아날로그 지진계 : 종이가 둘러싸인 회전 통이 천천히 돌아가면서 지진동을
기록하며, 종이 전면에 큰 나선형의 지진동이 기록된다. 이후에 컴퓨터의
발달로 아날로그 지진계는 디지털 지진계로 대체되었다.

단주기 지진계 : 단주기 지진계는 1Hz이상의 고주파수를 가지며, 근거리
지진관측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거리 지진의 경우는 정확히 감지
하지 못한다.

광대역 지진계 : 고주파수와 저주파수의 관측이 모두 가능하며 근거리
지진과 원거리 지진을 동시에 기록할 수 있어 지진연구 목적에 매우
적합한 지진계이다.

가속도계 : 가속도계는 지면이나 건축물 등의 진동의 정도를 측정할

세계최초의 지진관측기기 ‘후풍지동의’

수 있다. 이 지진계에 의해 얻어진 가속도 값은 지진발생 시 인체 및

서기 132년 중국의 장헝에 의해 제작된 후풍지동의는 최초의 지진관측기기라고 할 수 있다. 항아리 8곳에
용의 머리가 있고, 용은 여의주를 하나씩 물고 있다. 지진동이 있을 때 그 방향의 여의주가 떨어져 지진이
일어난 방향을 알 수 있도록 고안된 일종의 검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방위 밖에 잴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건물에 미치는 세기로 나타낼 수 있으며,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건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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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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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의 예측은 가능한가요?

3.2 지진계의 원리

현재의 과학으로는 지진의 예측이 불가능하다. 지진 발생 전에 P파의 속도, 지표면
높이, 라돈가스 방출, 전기저항값, 지진활동 비율 등에 변화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이것으로 지진 발생을 예측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몇몇 지진을 예측한 사례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실패하였다.

지진예측의 성공사례
1975년 2월 4일 중국 만주지역의 하이쳉 지방정부에서는 이 지역에서 24시간 내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 일대 도시의 주민들에게 건물 밖에서 거주하도록 지시하였다.
7시 36분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하여 10만명 이상의 목숨을 구했다.

[수평 진동 지진계의 원리]

[수직 진동 지진계의 원리]

모두 피하세요!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용수철
손잡이를 잡고
빠르게 위로
올렸다 내리면
추는 움직이지
않는다

실을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면
추는 움직이지
않는다

지진계는 추와
관성의 원리를
이용한
계측기란다.

지진예측의 실패사례
1976년 8월 광동성에서 지진예보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두 달간 천막에서 지내거나 홍콩으로 대피했다.
하지만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다.

수평지진계
강철선
제진자석
추(부동점)
묘침
회전드럼

받침대

수평지진계

모두 피하세요!
지진이 일어날 거에요!!

용수철
받침대

추(부동점)
묘침
회전드럼

제진자석

수직지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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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진앙과 진원의 결정

3.4 세계 지진 관측망

진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보통 세 곳 이상의 관측소 기록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한다.
❶ 세 곳의 관측소(A, B, C)에서 P파와 S파 관측시간 차를 찾는다.

전세계적으로 지진관측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진을 연구하고,
관측한 지진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❷ P파와 S파의 관측시간 차와 P파와 S파의 속도를 이용하여 진앙거리를 구한다.

대부분 여러 나라의 정부기관이나 연구소, 대학이 연합해 관측자료를 공유하는 형태를 가지고

❸ 진앙거리를 반경으로 원을 그린다.

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대학 연구소 간의 연합인 ‘지진연구연합’과 미국지질조사소가 운영

❹ 원들이 만나는 점을 찾으면 이곳이 곧 진앙(E)이 된다.

하는 ‘전지구지진관측망’이 있다.

❺ 원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구를 그린다.
❻ 진앙 E에서 반구에 수직선을 그어 만난 지점이 진원이고, EH가 진원 깊이가 된다.

IRIS

B 관측소

E

C 관측소

A 관측소

아~ 그래서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기 전에
알려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거구나...

우와~
아주 많은 곳에
지진관측망이
있네~

진앙(E)
전지구지진관측망 분포

A 관측소

진원(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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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선진국의 지진관측체계
JMA

일본

잦은 강진의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은 일본은

지진연구, 관측 및 대비에 많은 투자를 한다.
국가지진업무는 기상청이 담당하여 지진감시
및 통보 목적으로 기본적인 관측망을 운영
하고 있다. 또한 방재과학기술연구소, 국토
지리원 등의 연구기관에서 지진과 지진재해
저감을 위한 대규모 관측망을 운영하며
지진과 관련한 여러 현상들을 관측하고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기상청과 지방정부, 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진도계 분포

미국

미국은 다양한 지진관측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지질
조사소에서 운영하는 미국 전역의 지진감시를 위한 네트워크시스템이 있는데

지진에 대한 자료와 구조물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USGS

● 달에도

지진이 일어날까요?
NASA

달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월진(moonquake)
이라 한다. 아폴로 우주계획의 하나로 달에
5대의 지진계가 설치되어 1977년까지 4대의
지진계가 지진활동을 기록하였다.
달은 하나의 판처럼 움직이는데 달에 설치된
지진계에서는 매년 600~3,000개의 월진을
관측하였으며 대부분 규모 2 이하의 작은
규모이다. 이것은 달에 잡음이 없기 때문에
지구에서보다 100~1,000배의 높은 배율로 지진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심발 지진이 발생하는데, 지구의 인력에 의한 깊은 월진에너지의 방출로 생각된다.
월진파는 지진파와 달리 1시간 동안이나 기록되며, S파와 표면파는 지구에서의 지진만큼 뚜렷하게
기록되지 않는다.
미국지질조사소에서 운영하는 ANSS에 포함된 지진관측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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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진의 대처방안
4.1 지진의 기본 대피요령

제4장

기상청으로부터 지진통보를 받았을 때는 먼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멀리 대피하려 하지 말고 있던 장소에서 안전한 위치를 찾는다.

지진의 대처 방안

지진이 발생하면 방재담당자나 어른들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한다.

주변장소에서 안전한 곳(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대피하고,
지진이 끝날 때까지 라디오나 TV방송을 주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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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장소별 대피요령
건물 안에 있을 때

무거운 물건이 넘어질 염려가 있는
것들로부터 멀리 피한다.

집 안에 있을 때

가스밸브와 전원, 수도밸브를 신속히 잠가
화재 등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공장소에 있을 때

지하철에 있을 때

출구에 사람들이 몰리면 위험하므로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한다.

지하철 안은 비교적 안전하므로 고정된
물체를 꼭 잡고 차내 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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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을 할 때

건물 밖에 있을 때

빌딩이나 나무, 유리창, 전신주,
가로등이 없는 곳으로 피하도록 한다.

간판이나 유리창 등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한다.

차 안에 있을 때

등산할 때

차를 도로변에 정차시키고 차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산에서는 산사태나 절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므로 급경사가 없는 곳으로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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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진 발생 시 준비물

비상 용품 준비하기

지진이 닥쳤을 때 우왕좌왕 정신없이
움직이다보면 어딘가에 부딪쳐 다칠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미리
챙겨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해둔다!
<비상식량, 손전등, 휴대용 라디오,
구급상자, 휴대용 소화기>
※ 평소에 가족들과 비상시 대처방법
이나 연락방법을 마련해둔다.

제5장
국내현황

응급 환자 대처하기

지진이 일어나면 부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본인이
응급환자 대처법을 모른다면 즉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소화기 사용하기

지진이 발생하면 화재도 함께 따라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비해 미리미리
소화기 사용법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
1) 소화기를 불붙은 곳으로 가져간다.
2) 소화기의 안전핀을 힘차게 뽑는다.
3) 바람을 등지고 서서 소화기의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한다.
4) 손잡이를 움켜쥐고 불을 향해 빗자루로
쓸듯이 분말을 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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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내현황

우리나라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연구원

근데 지진에 대한
관측은 어디서
하는거지?

5.1 우리나라의 지진 감시체계
우리나라의 계기지진관측은 1905년 인천기상관측소에 기계식 지진계가 설치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이후 점진적으로 지진 및 지진해일 경보 시스템 보강을 위한 지진 및 지진
해일 관측망 확충계획을 수립한 후 우리나라와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 현상을 상시
감시분석하기 위해 지진관측소를 전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
지진계를 설치하고
지진 관측을
하고 있지!

그럼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서 알려줘?

범례
초광대역+가속도
1개소
광대역+가속도
11개소
광대역(시추공)+가속도 7개소
단주기+가속도
31개소
단주기(해저지진계)
1개소
가속도
62개소
총 113개 지진관측소

기상청에서 알려주지!
각 기관마다 그
기관의 목적에
맞는 연구를 하는데,
그 중 기상청은
지진 및 지진해일 업무를
총괄하는국가기관으로

지진을 감시하고
분석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진정보를 제공해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아~
그럼 기상청의 통보에
귀 기울여야겠네!

▲기
 상청 국가지진센터에서
24시간 지진을 감시하는 모습
너! 어디가니?

지진에 대비
해야잖아!!
라면이라도
사 놔야지!!

2011년 1월 1일 현재

 기상청 지진관측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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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우리나라의 역사지진

5.3 우리나라의 계기지진

지진은 역사시대 이전의 고지진, 역사시대의 역사지진, 관측기록에 의한 계기지진으로

우리나라 지진 발생분포(1978년~2010년)를 살펴보면 특별한 경향 없이 산발적인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지진기록은 미래에 발생할 지진을 예측하는데 중요하다. 역사

분포를 보이며, 대부분 규모 4 이하의 소규모 지진들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1999년

문헌에는 지진에 의한 피해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통해 지진학자들은 각 지역의

이후 한반도의 지진발생 추이는 증가하는 경향(1998년 이전 연평균 19회, 1999년

진도를 추정하고 규모로 환산하여 지진의 특성을 연구한다.

이후 43회)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지진관측망 확충과 디지털 지진계 설치에 따른
관측성능 향상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국사편찬위원회

44°N

한반도 역사지진 발생현황(2년~1904년)

42°N

2 ≤ 규모 ＜ 3
3 ≤ 규모 ＜ 4
4 ≤ 규모 ＜ 5
5 ≤ 규모 ＜ 6
규모 ≥ 6

한반도 지진 발생현황(1978년~2010년)
2
3
4
5

≤
≤
≤
≤

규모
규모
규모
규모

＜
＜
＜
＜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에
비해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매년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단다.

3
4
5
6

발생횟수

40°N

60
38°N

50
36°N

40
34°N

30
강화(江華)·개성(開城)과 평안도(平安道)의
평양(平壤) 등 20고을 및 경기의 수원·안성과
황해도의 해주 등지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이 뒤에 팔도에서 모두 임금에게 아뢰었다.

발생일

양력

1714년 3월 15일

음력

숙종40년 1월 30일
(壬申/임신)

위·경도

북위37.97˚/동경126.56˚

진도

Ⅷ-Ⅸ

규모

6.7

규모3이상
32°N
122°E

124°E

126°E

128°E

130°E

총횟수

132°E

유감지진

20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
아주 오래전부터
기록하고 있었구나...

10

0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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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USGS (미국지질조사소) : http://earthquake.usgs.gov/
IRIS(미국지진연구협의회) : http://www.iris.edu/hq/programs/gsn
NASA (미국항공우주국) : http://science.nasa.gov/science-news/science-at-nasa/2006/15mar_moonquakes/
JMA (일본기상청) : http://www.jma.go.jp/jma/en/Activities/earthquake.html
국사편찬위원회 : http://sillok.history.go.kr/viewer/viewtype1.jsp?id=ksa_14001030_001&grp=&aid=&sid=0&pos=0

기획 및 편집
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류상범, 전영수, 박순천, 박일환, 박은희
이정현, 이영균, 강혜선, 공민경, 윤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