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 地震의 本質과 災害

1. 地 震의 本質

가 . 개 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 등

이 속하는 환태평양 지진대와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유라시아 지진대에 속하며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서로 만나는 반도국가로서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지진

에 대한 피해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일본과 중국을 인접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유라시아 지진대에 속해있으나,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이렇다할 지진

피해는 없다. 그렇다고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기상청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78∼ 98년간 규모 2.0이상 지진이 연평균 19회 정도 발생하

며 이중 피해를 유발할수 있는 규모 4.5이상의 지진이 2년에 1회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지진이란2) 땅속의 거대한 암석이 갑자기 부서지면서 그 충격으로 땅이 흔들

리는 현상을 말한다. 지진은 지구내부 어딘가에서 급격한 지각변동이 생겨 그

충격으로 생긴 파동, 즉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전해져 지반을 진동시키는 것이

다. 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암석권에 있는 판의 움직임으로 「판구조운동론

(Plate Tectonics)」학설이 가장 대표적이다.

2) 학술적인 정의는 탄성에너지원으로부터 지진파가 전파되면서 일으키는 지구의 진

동 이라고 한다. 땅의 흔들림이 느껴진 곳이면 그 장소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인식하

고 있으나 이것은 지진 보다는 地震動 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한국 기상청홈페이

지 w w w .km a.g 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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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원 인

「판구조운동론」이란 지구의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시로 조금씩 움직인다는

이론이다. 즉, 지구는 약 100Km 암석층이 대략 12개 정도의 조각들인 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판들은 그 하부 맨틀에서 생기는 대류현상에 의해 수평으

로 매년 수cm의 속도로 제각기 조금씩 움직임에 따라 판경계에서 판과 판이

서로 충돌하여 침강하거나 침하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주로 판경계부근의

지진이나 화산 발생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로 미국 캘리포

니아나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활동의 원인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한반도나 중국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판 내부지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는 판들간의 충돌에 의해 판 내부로 에너지가 전파되어 판내부 지각의 弱帶인

단층에서 지층이 깨지며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단층은 과거 지질학적

시대에 지각변동에 의하여 지층이 깨어진 부위를 말한다. 판경계에서는 대규모

의 지진이 발생하며 지진활동에 다소 규칙성을 띠나 판내부 지진활동은 판경계

지진에 비하여 매우 불규칙적인 지진활동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 . 유 형

지진은 발생원인에 따라서 구조지진, 화산지진, 함몰지진, 인공지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인 지진은 지각 변동으로 지반에 축적된 에너지가 일시에 방

출 발산될 때 발생하는 구조지진이 대부분이다. 또한 화산지진은 화산의 폭발

에 의해 발생하는 지진을 말하며, 함락지진은 지하에 큰 동굴이나 연약지반으

로 인하여 지반이 내려 앉으면서 발생하는 지진을 말한다. 이러한 지진들을 자

- 4 -



연지진이라고 부르는 반면 인공지진은 말 그대로 화약폭발이나 지하핵실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지진을 말한다. 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해저의 융기

로 인하여 해수에 요란을 주어 지진해일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한 지진발생에는 일정한 지역과 시간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지진을 本震이

라고 하며 그 앞의 지진을 前震, 그 뒤의 지진을 餘震이라 하고 본진이라 할

만한 지진이 없는 경우에는 지진군이라고 한다. 지진발생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前震—本震—餘震의 연쇄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지진군의 발생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라 . 크 기

한편, 지진의 크기를 대표하는 수치로는 지진에너지의 절대적인 개념인 규

모 와 지진의 피해정도를 표현하는 상대적 개념인 진도 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규모란 지진 그 자체의 크기로서 이 개념을 처음도입한 학자의 이름을

빌어 리히터스케일(Richter scale)이라고 하며, M' (Magnitu de)으로 소수 첫째자

리까지 표시된다. 또한 진도는 어느 장소에 나타난 진동의 세기를 사람의 느낌

이나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를 미리 정해놓은 기준을 계급화하여 정수단위로 나

타내는 척도를 말한다3). 따라서 진도는 동일한 규모의 지진이라도 도시구조,

인구밀도, 대형건구조물의 밀도, 지형요건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지진이 사하라

사막에서 발생하느냐 서울도시 한 복판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

3) 지진 크기는 두가지 방법으로 표시할수 있는데 예컨대 진도 5.6 이라는 표시는 틀

린 표시이고 이는 규모 5.6 이라고 표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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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르다. 그러므로 진도는 리히터스케일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진도의 표시는 국가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 기상청이

사용하는 진도계급은 일본 기상청의 JMA scale을 사용하고 있다.(<표 2-1> 참

조)

<표 2-1> 기상청 진도계급 해설표(JMA Scale:1949)

진도 명칭 구조물, 자연계에 대한 영향 인체영향 가속도(ga l)

1 무감 없음 못느낌 0.8이하

2 미진 없음 일부 느낌 0.8∼2.5

3 경진 창문 다소 흔들림 대부분 느낌 2.5∼8

4 약진
건물흔들림. 창문소리내고 매달린 물체

크게 흔들림. 그릇의 물출렁임

약간놀람

자다가 깸
8∼25

5 중진
건물심히 흔들려 불안하게 놓인 물건

넘어짐. 그릇의 물넘침

매우놀람

자다가 깨 나옴
25∼80

6 강진
벽에 금가고 비석 넘어짐

굴뚝, 돌담, 석축 파손됨

서있기 곤란

심한공포감
80∼250

7 열진
건물파괴 30%이하

산사태발생, 땅에 금감

도움없이 걷기

불가능
250∼400

8 격진
건물파괴 30%이상.

산사태와 단층생김, 철로가 휨
이성상실 400이상

주) gal은 가속도 단위로서 cm / sec 2
와 같은 크기임

자료 : 대한재보험, 『위험과 보험』, 1995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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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地 震被害 와 豫 想 시나 리오

가 . 주 요현 황

금세기에 들어서 지진피해가 심했던 대표적인 나라는 중국으로서 1976년 당

산과 천진지방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지진으로 65만명이 사망한 바 있으며, 또

한 1966년에는 20만, 1920년에는 18만의 인구가 사망한 사실이 있다.(<표 2-2>

참조)

<표 2-2> 세계의 주요 지진리스트(사망자규모)

연 도 지 역 명 사망자수 규 모

1908 이태리 120,000 7.5

1915 이태리 30,000 7.0

1920 중국 감숙성 180,000 8.5

1923 일본 관동지방 143,000 8.2

1932 중국 감숙성 70,000 7.6

1935 인도 60,000 7.5

1939 칠레 30,000 7.8

1939 터키 23,000 8.0

1960 모로코 14,000 5.9

1962 이란 북서부 14,000 7.3

1966 중국 당산 200,000 7.2

1968 이란 11,600 7.4

1970 페루 66,000 7.8

1976 과테말라 22,000 7.9

1976 중국 천진- 당산 650,000 7.6

1978 이란 25,000 7.7

1994 미국 LA 12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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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지 역 명 사망자수 규 모

1995 일본 고베 6,500 7.2

1995 러시아 사할린 3,000 7.5

1995 인도 수마트라 100 6.3

1995 멕시코 잘리아스 해안 66 7.6

1996 중국 운남성 3,400 7.0

자료 : 행정자치부, 『재해연보』, 1998. 9

전세계에서 가장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는 일본으로 인체가 느낄수

있는 유감지진이 연간 1,200회정도이며, 피해가 우려되는 규모 4.5이상은 연간

250회정도 발생하고 있다. (<표 2-3> 참조)

<표 2-3> 지진 규모별 연평균 발생 빈도(기간: 78∼ 98)

규 모 한 국 일 본 전 세 계

3.0 이상 9회/ 년 1,200회/ 년 1,00000회/ 년

4.0 이상 1.3회/ 년 400회/ 년 15,000회/ 년

5.0 이상 0.2회/ 년 100회/ 년 3,000회/ 년

6.0 이상 - 10회/ 년 100회/ 년

자료 : 기상청홈페이지, w w w .km a.go.kr

나 . 형 태

지진은 자연현상 중에 하나이나 그 피해는 지진고유의 재해에서 오는 피해보

다 인구밀도나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구조물의 거대화와 과밀화로 인해 「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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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지진발생과 재해의 인과관계도

M 지진

r 근거리

t (발생시각)

자동차,석유탱크,화
학공장등의 발화

수도관 파괴

도로,교량,피괴

장해물발생과

도로폭

가스관파괴

전선파괴

통신기능 마비

철도파괴

제방파괴

소방능력 화재원인

지진재해대책

A 도피

B 피해억제

C 내진설계, 점검

보강

C' 기능복구

D 생활환경의 안

전화

초기 진동계속시간은

10초정도

수일∼수개월(전진현상)
100∼1000년(재현기간)

I대(지진동)

대지진의 발생후 1∼2분
연약지반의 파괴,

산사태

사상자 발생

건물의 파괴

M : Magnitude
r : 진원에서부터의 거리

I : 진도

침수

사망자 다수

피난장소소방능력 화재

지반침하

해 일

M. r. t

10초정도

10∼수십초

발 화 시간 5

연 소 시 간

수시간∼

수시간

∼수일

수시간

바다에도 기름오염

A

C

A

BB

AC

CC'

C

CC'

CC'

CC'

CC'

CD

CC'

CC'

CC'

BC'

자료 : 越知 隆,「地震災害と保險」,『保險學雜誌』第551 , 日本保險學會, 平成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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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재앙」으로 발전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의 1차적인 충격으로 인한 지반의 균열, 건물·공장·

병원 등의 붕괴 및 파손, 교량·도로·통신망·항만시설 등 기간시설의 파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상자와 화재·폭발 발생의 2차적인 재해가 진행된다. 이

것은 다시 1차적 재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복구지연과 환경오염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계기반상실, 휴업손실, 범죄, 유언비어, 폭동등이 난무하는 등 경제

적·사회적인 문제와 정신적 고통을 가져오는 등 파급되는 피해의 양상이 다양

하다.(<그림 2-1> 참조)

다 . 예 상 시 나리 오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진은 판과 판의 충돌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

으로서 그 피해는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지진이 발생할때 동반되는 현상은

다음과 같다. 특히 아래의 내용은 일본의 고베지진이나 LA지진, 멕시코지진 4)

등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주요 피해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 지진이 발생하면 지면의 흔들림이 일어나고 1∼2분 이내에 실내에서는 유

리창이 깨지기 시작하며 가구나 찬장 등이 쓰러지거나 문이 열리지 않는

등의 현상이 나타남

② 실외에서는 담장의 벽돌, 건물의 벽간판이 떨어지거나 電柱, 가로등 등이

쓰러지며 차량사고 또는 사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함

4) 지진피해의 예상시나리오는 주로 고베, LA, 멕시코지진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정리

한 내용임(日本損害保險協會, 『災害の硏究』 제18권 및 제27권중에서 「平成7年 兵

庫縣南部地震の被害過程フロ-チャ-ト」,「メキシコ地震報告」, 「LA地震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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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약지반의 붕괴로 맨홀이 생기거나 낙석·토사의 흘러내림, 산사태 발생,

축대, 하천, 저수지, 호수의 제방이 무너져 수해를 가져오는 피해가 발생

하기도 함

④ 주택, 아파트, 빌딩등의 건물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붕괴되며 동시 다

발적인 화재가 발생하고 학교, 병원, 각종 관공서 등의 업무가 마비되어

소방능력이 절대적으로 떨어지며 사상자에 대한 긴급조치가 지연되어 사

상자가 늘어남

⑤ 석유탱크나 화학공장, 주유소등의 공장시설이 파괴되어 폭발과 화재가 발

생하며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등의 주요시설에 금이 가거나 부분적

인 파손이 발생하여 유해물질이 유출되는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피난장

소로의 긴급대피가 필요함

⑥ 공항, 항만시설등이 붕괴되어 선박등의 접안이 곤란하여 수출입 물량의

하역작업 지연되기도 하며, 도로, 철도, 다리, 터널등의 산업시설 파괴와

교통, 식음료, 물자 공급의 지장으로 상당한 혼란과 고통을 가져옴

⑦ 또한 전선, 통신망, 수도관, 가스관등의 파괴는 일부지역의 정전, 단수, 통

신두절, 가스관 폭발로 이어져 주민들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을 주며, 각종

도난과 범죄, 유언비어 등이 난무하는 사회혼란과 생계기반의 상실등이

예상됨

⑧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해저가 융기하거나 또는 일본에서의 지진발생

으로 2∼3시간이내에 지진해일이 동해안에 도착하여 수십미터의 파도가

어항을 넘치거나 정박중인 선박을 파손시키는 예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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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지진피해의 발생이 예상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진피해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과 지진재해에 대한 홍보부족, 건구조물의 내구성·내진

성 부족등의 이유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豫測 方法

지진현상의 예보란 지진이 언제, 어디서, 어떤규모로 발생하는가를 사전에 조

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연현상 중에서 홍수나 태풍 등에 대한 일기예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

상관측기구가 있어 기압, 온도, 풍향, 풍속 등의 자료를 쉽게 획득할 수 있으나

지진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지구내부를 볼 수 없고 또한 지진파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사실로 인하여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진예보가 그만큼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현재까지 아직 지진예보에 관한 만족할 만한 통일된 이론은 없다. 그러나 최

근 선진국에서 오랜동안의 지진예측기술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지진발생의 구

체적인 시기에 대한 예측은 곤란하나 지진발생의 가능성이나 장기적인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지진의 예측에 이용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

이 있다5).

① 심층우물 관측방법 : 미소지진의 관측을 위하여 2000m와 3000m의 심층관

측 우물을 이용하여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前兆現象6)

5) H . Kobay sa si,「일본의 지진위험과 대책」,『위험과 보험』, 대한재보험, 1997. 4
6) 前兆現象이란 지진이 발생하기 수일, 수개월, 수년전부터 시작되는 현상으로 지층운

동의 변화로 인하여 예를들면 지면의 이상적인 융기, 함몰, 암석의 전기전도율의 변

- 12 -



을 분석하여 예측하는 방법

② 해저 지진관측 방법 : Cable로 접속되어 항시 관측이 가능하거나 또는 관

측선박으로부터 투입된 Cable의 일정기간 관측 기록을 한 후 선상에서 무

선신호로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

③ GPS(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측정시스템)에 의한 지각변도 관측 방법 :

GPS에 의한 광역 지각변도, 연속관측망의 정비가 추진되고 있으며, 보다

고정밀도의 관측을 지향하기 위하여 위성궤도 정밀결정방법에 대한 개발

연구도 실시되고 있음

④ 강진 N etw ork 방법 : 전국을 1,000개의 강진계를 설치하여 피해를 발생시

키는 강한 지진의 움직임과 방향을 분석·기록하여 지진직후의 진동파악

과 사후 복구대책 수립등에 활용하는 방법

⑤ 활단층의 조사방법 : 장래의 활동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활단층」이라고

하는데 공중찰영이나, 음파탐사, 지형지질조사를 통하여 지질의 활단층가

능성을 분석하는 방법

<표 2-4> 지진 발생전 자연계의 이상현상

분 류 이상 현상

대기의 변이 달의 이상, 발광현상, 지진구름

대지의 변이 지하수위의 저하, 전진

생명체의 변이 포유류나 조류의 이상행동

자료 : w w w .m itsu im arine .co .jp

화, 샘물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변화, 미소지진 활동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실제로

1975년 중국에서 일어난 규모 7.5의 지진을 2년전에 예측하여 10여만명 이상의 인명

을 구한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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