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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아이 지반정보연구소 김성욱



포항지진 : 포항북구

2017년 11월 15일 포항북구, M5.4 지진 발생

• 지질자원연구원 (2017. 1. 24)

- 경주지진은 양산단층

지류단층에서 발생

- 동일 단층에서 M5.0 이상의

지진 발생 가능성은 없음



최대지진 : 경주지진/나진지진

경주지진

• 2016. 9. 12

• 지진규모 M5.8

나진지진

• 2017. 7. 13

• 지진규모 M6.3

2016 / 기상청



포항지진 : 지질

포항분지는 신생대 제3기에 형성된 미교결 퇴적분지



포항분지 해저 지질구조포항지진 진앙 인근 단층

• 포항지진 진앙 일원은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시설과 지열발전소 연구를

통해 정밀지반조사가 수행됨

• 포항분지 동-서 방향으로

곡강단층과 F1-F3의 단층이 발달



전단특성 : 역단층

경주지진의 지진파 관찰자료에서 지각 변형을 유발한 응력은 순수주향이동을 지시하며 이는 기존에 알려진

양산단층의 주향이동 전단특성과 일치함

포항지진은 GPS 관측결과와 동일한 북서-남동 방향 압축력에 의해 발생하였고 역단층의 전단특성을 지시



에너지의 방출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해소되며 여러 지질조건 중 취성파괴의 산물인

단층은 대표적인 취약지반에 해당

최근의 지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유추할 수 있음. 경주지진을 유발한 전단력에 의해 양산단층 주변으로

지각변형이 발생하였고, 변형은 외부로 전파되어 주변 단층을 재활성시키게 되며, 양산단층에 인접하는 포항분지는

지반강도가 낮은 미고결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주지진으로 분지 내부의 단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됨.

이후 지각에 작용한 북서-남동 방향 압축력으로 인해 응력의 작용 방향과 수직되는 북동-남서의 역단층 운동을 발생

동일본지진 전후의 지각 이동량 변화경주 지진 이전 한반도 동남부의 지각 이동의 상대적 변위



전단특성 : 역단층

• 지질자원연구원 : 포항지진은 북서-남동 압축력에 의한 역단층

운동으로 발생

• 포항지진의 여진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선상 배열을 지시



지진의 크기척도

규모와 에너지의 관계

규모변화 지반운동(변위) 에너지변화

1.0 10.0배 32.0배

0.5 3.2배 5.5배

0.3 2.0배 3.0배

0.1 1.3배 1.4배

http://www.charlesapple.com/earthquake-magnitude-graphic/

• 규모(M) 1이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32배 증가

• 규모(Magnitude)는 지진 자체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양으로 진동에너지에 해당



지진의 크기척도

• 규모(절대적) : 진원에서 지진의 크기• 진도(상대적) : 현장에서 느끼는 정도

진원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크기로 지진의 절대적 규모를 표현

지진계에서 측정된 지진파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현장에서 사람, 건물(시설물)이 느끼는 지진의 정도(크기)

국가마다 적용 기준이 상이

• MI(Mercalli Intensity) scale : 건물 + 사람

• MMI(Modified Mercalli Intensity) scale  : MI + 피해

• JMA scale : 일본기상청

• Rossel-Forel scale : Europe

• MSK-64 scale : 러시아 / 체코

• EMS-98 scale : EU(1998-)

• 미국과 다수 국가 : MMI 진도 / I-XII 등급으로 구분

• 일본 : JMA 진도 / I-VII 등급으로 구분

• 우리나라는 2000년까지 일본기상청의 JMA 진도를 사용하였

으나 2001년부터 MMI 진도를 채택

• 지진가속도는 진도와 유사한 상대적 개념에 해당

지진의 표현



지진감쇠

거리에 따른 진도의 감소

동일본대지진(M9.0)

• 지진에너지는 진앙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하여 감쇠가 발생. 동일본대지진 지진에너지는 진앙의 200km 거리에서 50% 이하로 감소



경주지진의 에너지는 감쇠로 인해 200km 이상의 거리에서는 진도 3이하로 관측

경주지진 M5.1

경주지진 M5.8



포항지진 M5.4

경주지진은 지진에너지의 크기에서 포항지진보다 4배 규모

의 지진에 해당하나 시설물의 파괴는 포항지진에서 크게 나

타난다. 포항지진 등진도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퇴적

분지의 지반에서 에너지 감쇠가 작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또한, 포항분지는 한반도 지각 중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신

생대 지층으로 연약지반에 의한 지진파의 증폭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여러 기관에서 측정된 지진가속도에서 상당한 차

이는 이러한 설명을 가능케 한다. 한편, 경주지진의 진원이

15㎞인 것에 반해 포항지진의 진원은 4-6㎞로 지표에 인접

해 있어 지진파가 전달되는 동안 에너지 감쇠가 경주지진에

비해 작았고 이에 따라 작은 규모의 지진인 것에 비해 큰 피

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 월성원전 : 0.01g

• 최대지반가속도(한국가스공사)

- 흥해관측소 (진앙 2.6km) : 576 gal

- 포항관리소 (진앙 9.7km) : 221 gal



계기지진에 자료에 기초한 지진지체구조구별 최대지진

• 계기지진에 의한 최대지진은 M5.0으로

경주지진(M5.8)과 나진지진(M6.3), 

포항지진(M5.4)을 반영하지 못함

관측자료(계기지진)에 기초한 최대지진

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

최대지진 : 계기지진

2015 /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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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Power Plants

지질자원연구원 / 전명순

1971년 고리원전 착공 : 한반도를 지진 안전지대로 해석. 원전 안전 기준은?

시설물의 내진설계는 진도를 기준으로 하며 고베지진 이전 대부분 SOC의 내진설계 지침이 정비되지 않음

안전기준) 홍성지진과 고베지진 발생 후 내진에 대한 가이드라인 변경되었고 시설물 안전을 고려한 보수적인 접근보다 발생한 자연

재해의 규모의 추세에 대한 대응 수준

내진설계기준 : 지진에 대한 대비



② 중앙행정기관장

대통령령① 내진설계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排水閘門)

3.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6.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댐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물

9.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10.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크레인 및 리프트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

저장시설

13.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15.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17.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18.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2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2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2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7.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28.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

29.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3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진설계 기준 개정의 시급성



내진설계 기준

• 프랑스 : 최대 지진의 2배 규모 지진에

저항하는 내진 설계를 적용(IAEA. 2011)

• 일본 : 고베 지진 이후 핵발전소 설계

기준을 재검토. 내진설계 기준을 최대

지진가속도를 600-1,000 Gal로 상향

• 미국 : 원전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657-

735 Gal로 상향

한국

• (과거) 0.2g (규모 6.5 기준)

• (현재) 0.3g (규모 6.9 기준)

최대규모 지진 재현빈도 : 10,000년(KINS)

원전 분포 위치

원전 내진설계 기준



유발지진

유발지진 (인공지진) 원인

- 핵실험

- 댐건설 : 댐 완공 이후에 지진 발생량이 증가된

사례는 전 세계에서 최소 30건 이상

- 물주입

(1) Rocky Mountain 미육군 공병창 ( Denver,

Colorado) 지진. 1962년 3월 8일부터 1963년 9월

30일 사이 오폐수의 주입이 이루어짐 (주입속도:

평균 550만 gallon/month). 지진규모 0.7-4.3

범위의 지진이 700회 이상 관측

(2) 미국오클라호마 유전지대 지진. 2011년 규모

5.7 지진과 2016년 규모 5.8 지진 발생

(3)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

소수의 지질학자로부터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와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건설에 수반된 수압파쇄 영향으로 인한

인공지진의 가설이 제기됨



유발지진

-.

• 오클라호마는 오일셰일과 가스 개발을 위해 4,500개 이상의

심부시추공이 분포,

• 2011년 오클라호마 프라하 부근에서 발생한 5.7의 지진

이후로 2016년 9월에는 포니 부근에서 5.8의 강진이 발생,

초기 조사에서 USGS는 파쇄공법을 원인으로 지적

• 지진이 거의 없는 오클라호마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셰릴

가스 생산을 위한 수압파쇄공법 (프래킹)으로 지하에 구멍을

뚫고 화학물질을 대거 투입하는 바람에 지하에 오폐수 저수

공간이 늘어나면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

• 미국 지질조사소(USGS)의 보고서는 셰일 에너지를 채굴할

때 발생한 폐수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진이 유발

• 셰일 에너지의 채굴법(수압파쇄) 자체가 지진의 원인은

아니며 오히려 지상으로 끌어올린 ‘고체 섞인 액체’로부터

에너지를 분리하고 남은 폐수를 폐기하는 방법이 문제

• 단층으로 침투한 폐수가 단층면 미끄러짐(slippage) 현상을

유발하고 지진이 발생

오클라호마 지진 (USGS)



유발지진

믈주입과 지진의 상관성

지진 규모 = 0.33 x 주입량 + 1.83

- 1.83은 언제든 발생 가능한 자연지진 상수

포항 지열발전소의 순주입량은 6,000 m3

이며으로 지진규모 5.4 지진 유발에 불가한

수량이며 오클라호마 주입량의 1/2,000에 해당



유발지진 : 가설의 신뢰성

수압파쇄의 영향 : USGS는 수압파쇄를 직접적인 원이 아닌 것으로 평가

물중입량 :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인공)지진은 최대 3.4이며, 운용중에 발생. 6,000톤의 주입에 따른 유발지진

사례가 없음

미소지진 빈도 : 미소지진으로 대규모 지진의 전조를 관측하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음. 경주지진 이후

한반도 동남부 전역에서 지진이 증가하였고 포항지역의 특이성이 뚜렷하지 않음

응력장 : 지진 모멘트 역산 분석을 수행한 결과(기상청, 지질자원연구원, USGS)에 따르면 역단층 전단특성을 보이며,

GPS관측에 의한 응력장과 일치된 결과를 보임. 물주입에 의한 지반의 붕괴는 정단층 운동이 되어야 하므로

인공지진에 대한 가설과 대치됨

추정단층의미끌림현상

포항지진의 여진

추정단층의 존재 가설을 토대로 물주입에 의한

물에 의한 단층면의 미끌림은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선정을 위한 연구에서 부존 단층에

대한 정밀 조사와 기반암 변화를 연구에서 미미

검토된 내용임



유발지진

3차원 중력모델링(최성찬, 김성욱)



액상화



액상화

• 모래지반과 같은 입자의 집합체인 입상체는

전단력이 작용하면서 다이러턴시 현상이

발생하여 체적이 변화

• 체적변화는 건조한 사질지반에서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며, 포화된 경우 간극수가

외부로 배출하는데 필요한 양만큼 시간이

소요

• 지진과 같이 짧은 시간 반복하중으로 인한

전단변형은 배수가 일어나지 않고 체적 수축

양만큼 과잉간극수압이 발생

• 이에 따른 유효응력은 감소로 사질지반은 큰

변형이 발생되고 최종적으로는 파괴를 수반



• Hong Kong Slope Failure

• On August 13, 1995

• The sudden collapse of a cut slope released 14,000 m3

of material on Fei Tsui Road

• 1 fatality and 1 injury

• It was the fastest large moving slope in Hong Kong

• Hong Kong Slope

• On June 18, 1972

• About 3600 m3 of fill behind a 40 m wall failed after 

2days of intense rain  in Sau Mau Ping, Hong Kong

• It resulted in 70 deaths and 60 injured

액상화 : 피해사례





진앙 인근 액상화 지점의 등전기비저항도



저수지 : 포항북구

해빙기 및 농번기 : 저수지 만수위시 지반 변형으로 인한 붕괴 위험도 증가



국내 저수지(17,600개)의 53%가 1945년 이전 축조되었고 노후화로 인한 붕괴위험에 노출

대부분 흙댐으로 조성



저수지 : 포항북구

포항북구에 농업수리시설로 226개의 저수지가 분포하며 포항남구에 67개의 저수지가 조성



•  내진, 해일 : 17% / 시설물, 대응/예방/응급/복구 : 16%

• 기초자료 DB, 지진가속도계측기 : 13% / 피해절감 : 11% 

• 동해안 : 8% / 교육, 수치실험 또는 모형 : 6%

•  활성단층 조사 등 지질학적 연구 (2009~2011)

1차년도
(2009)

활성단층지도 작성 방안 정립 및 활성단
층 1차 조사 / 기존 지진위험지도 및 역
사지진 자료 수집 분석

2차년도
(2010)

역사지진목록 작성 및 지진위험도 작성
에 필요한 입력자료 수집/분석 및 활성
단층 2차 조사

3차년도
(2011)

3차조사, 활성단층지도 작성 및 설명서
발간 / 국가 지진위험지도 작성

활성단층 연구

2017년도 한수원 신규과제 공고

경주지진을 계기로 2017년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작성 방법에 대한 방

안 마련 연구가 시작됨

2017년도 재난관리지원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진 및 활성단층 연구

지진관련 과제관리기관(NTIS 검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한국방재협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과제 중복성 : 여러 기관에서 유사과제를 중복해서 수행

효율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한국연구재단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재)기상기술개발원

(재)기상기술개발관리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지형 : 해안단구

• 해안단구는 과거의 해수면의

높이에 대응하여 형성된

파식대지

• 지반의 융기 또는 해수면의

하강으로 현재의 해수면보다

높은 곳이 위치

원전의최적입지로선정

동해안은 지반융기와 침식으로 형성된 해안단구가 연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어 지진안전지대의 조건

을 고려하면 원전 등 연안 시설물 건설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고리, 월성, 울진의 원전은 해안단구에 건설되어 있다. 단구(段丘)는 지반이 융기되고 침식된 지반으로 침식으로

제거된 부피만큼 상부하중을 받았던 지층이라 매우 안정적인 기초지반으로 분류된다. 마치 자연이 스스로 지반기초를 보강한 것으로 시설

물을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자연이 준 선물과 같이 이보다 좋은 조건을 찾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고리원전의 시공은 1971년 시작되었다. 당시는 안전기준은 물론이고 지반조사의 개념조차 생소했으니 기술, 장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였을 것이고 지금의 정밀조사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연이어 원전이 건설되었고 발전소의 부지는 전임자들의 탁월했던

선택을 그대로 이어받은 듯하다. 또 이루어 놓은 훌륭한 업적에 이견을 제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원전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부지

적합성에 위험성이 제기하였으나 대부분 소수의 의견으로 치부되었다.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을 계기로 일반적인 용어가 된 활성단층은 지질학계에서도 90년대에 들어서야 주목 받은 용어이다. 새로운 관점에

서 시도된 조사에서 국내 원전, 특히 동해안에 있는 원전의 입지가 과거의 생각과 달리 좋지 못하다는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고

다수의 발전소가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리한 성과물들이 반가울 리 없었을 것이다. 여러 선택지 중 국내 원전의 방향은 전임자들의 결

정을 따르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는 수차례 백지화를 거듭하며 표류했던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의 경험도 한 몫했을 것이다.

21C에 들어 자연재해의 위험과 대응하는 국제협력이 시작되었고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후속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만들어졌다. 국내법에서 지진위험과 활성단층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안전기준 이전 설계된 원전부지의 타당성은 제외하더라도 이후의 원전은 새로운 안전기준을 준용해야하고 그러한 노력을 했더라면 신고

리, 신월성 원전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지금보다는 적합한 부지에 세워졌을 것이다. 한반도는 활성단층이 발견되어도 어차피 지진

안전지대이고 자연재해와 부지 한곳에 원자로 여래 개가 밀집된 다수호기의 위험성보다는 건설의 편의성이나 경제성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던 것 같다.

신고리 5, 6호기 부지적합성 평가에서 계기지진목록에 따른 최대지진은 리히터규모 5.0이고 2016년의 경주지진과 2017년 동해에서 발

생한 나진지진은 이를 초과하고 있다. 지반환경과 조건이 변화되었다. 경주지진 이전의 설계기준이 과소평가되었는데 이미 예상하는 범위

라고 치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기준에도 원전부지는 보수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지금 해

야 할 일은 새로운 조건을 반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최근 짓던 것은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을 자주 듣는데 매일 왕래하는 도로나, 다리, 지하철이라면 그렇게 말할지 되묻고 싶다.





경주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