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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초 록

역사자료에 근간한 한반도 지진 발생확률 추정

2016년 9월 경주 지진 이후 원자력발전소, 고층 빌딩, 주택, 교량 등 우리

사회의 설비 자산들이 과연 지진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 앞으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처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본  논문

에서는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목록을 데이터로 사용하여,

멱법칙 분포를 통해 한반도 지진 기록의 크기 분포를 설명하는 모수를 추정한

다. 또한 추정한 모수를 바탕으로 미래에 한반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한다. 계산할 확률은 미래에 발생할 지진이 일정 규모 이상

일 확률과 주어진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다. 한반도

미래 지진 발생 확률 계산 모형을 통해 앞으로 주어진 기간 내에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 그 위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주요어 :  한반도 지진 기록, 역사지진, 계기지진, 멱법칙 분포, 한반도 미래 지

진 발생확률예 측.

학 번 : 2015-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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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서 론

지진은 단층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한 지각의 흔들림 그리고 지진

에너지의 방사로 인한 자연현상을 말한다 (USGS , 2017). 지진은 화산활동,

마그마 활동 혹은 자연적, 인공적으로 지각에 가해지는 에너지에 의해 발생

한다. Reid는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 원인 분석을 통해, 기존의 단층에

가해지고 있는 탄성력으로 인한 변형이 축적되어 암석의 강도를 넘는 순간

지각이 파쇄된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 가설에 따르면 지각이 파쇄되어 방출된

탄성 에너지는 지각 덩어리의 운동에너지로 전환되어, 지표면에서 열과 떨림

으로 지진현상으로 나타난다 (Reid , 1906). 단층에 가해지고 있는 탄성력은

단층이 그 모서리를 이루고 있는 지각 판(tectonic plates)의 움직임으로부터

발생한다 (Condie , 1997).

판구조론에따르면지표의암석권은크게십수개의지각판으로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각 판은 점성이 있는 맨틀권 위에 떠있다 (Condie , 1997). 맨틀의

대류(對流) (Tanimoto와 Throne , 2000), 중력으로 인한 지각의 섭입(攝入,

subduction) (Spence , 1987; Clinton과 Lithgow-Bertelloni , 2002) 등으로 인

1



해 이 지각 판은 매년 수 센티미터 씩 이동하게 되는데, 이 움직임으로 인해

지각판들이 서로 만나는 경계에서 암석층의 구조적 저항 임계를 초과하는 힘

이 축적되고 그 에너지가 방출되면 지진, 화산을 비롯한 다양한 지각활동들이

발생하게된다 (Condie , 1997).실제지진,화산,조산(造山)빈발지대는현재

알려진 지각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하며, 고자기장(paleomagnetism), 해저 지

형조사 (Runcorn , 1956; Vine과 Matthews , 1963), 고생물 화석 연구(Carey

, 1975; Moss와 Wilson , 1998) 등 다양한 근거가 판 구조론을 뒷받침한다.

한반도는 유라시아 판의 동부에 자리잡고 있다. 한반도의 동남쪽과 남쪽

으로 일본열도와 오키나와 제도가 위치하고 있는데, 일본 열도와 오키나와

제도는 일본 해구, 류큐 해구에 근접하여 있다. 일본 해구는 오호츠크 판과

태평양판이만나는경계에위치하며,류큐해구는유라시아판과필리핀판이

만나는 경계에 위치한다. 태평양 판과 필리핀 판은 오호츠크 판과 유라시아

판아래로섭입하며,이섭입과정에서발생하는심발지진이각해구의와다티-

베니오프 구역(Wadati-Benioff zone)에서 발생한다. 유라시아 판과 오호츠크

판의 경계는 동해 동쪽 가장자리로 알려져 있다 (Uyeda , 1978; Chapman와

Solomon , 1976).

한반도는 유라시아 판 내부 대륙괴 위에 위치한다. 한반도 북부는 북중국

대륙괴,남부는양쯔강대륙괴에기반해있으며,두대륙괴의안정성으로인해

한반도의 지진 발생 빈도가 적고 발생 규모도 작다 (Reedman과 Um , 1975;

Choungh , 2000). 계기지진 분석 결과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지진은

대부분 중생대 지각변동에 의해 생성된 NNE-SSW 주향 활성단층이 역단층

매커니즘에 의해 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기화 , 2010; Shimazaki ,

1984),그때활성단층에가해지는힘은유라시아판이태평양판,필리핀판과

그리고 인도 판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E-W 혹은 ENE-WSW 방향의 압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기화 , 2010; 전명순과 전정수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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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의 역사지진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서기 2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04년까지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역사기록에

서 보고된 지진은 최대 2100여 건으로 파악된다 (기상청, 2012; Lee와 Yang ,

2006).현대적방법론에입각해지진계를이용해계측한계기지진기록은 1905

년 조선총독부 관측소에서 시작됐으며(기상청, 2012), 대한민국에서는 1978

년 홍성지진 이후 본격적인 계기 지진 기록이 시작되어 오늘날에 이른다. 20

세기부터 역사지진에 대한 연구는 와다(和田)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북한에서도 조선지진목록을 통해 역사기록에 나타난 지진기록

및 20세기 이후 발생한 계기 지진 기록을 정리 수록하였다 (조선지진연구소,

1986). 한편 기상청에서 2012년 한반도 역사지진 목록 작성 사업을 수행하여

한반도 역사지진 전체 출처와 사서 ·기록으로부터 결정된 환산진도를 병기하

여 공개하였다 (기상청, 2012).

본논문에서는역사지진기록및현대계기지진기록을멱법칙분포(power-

law distribution)을 통해 분석한 뒤 이후 한반도 지진 발생확률을 계산한다.

제 2장에서는 분석에 사용할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데이터에 대해 소개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했는가에 대해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멱법칙 분포를

소개하고,멱법칙분포를설명하는모수들의추정하는과정을보인다.또한추

정한 모수들로부터 미래의 특정 크기 이상 지진이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소개한다. 제 4장에서는 앞서 보인 데이터와 방법론을

이용해 실제 한반도 지진 기록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의 지진 발생확률을

구한다. 마지막 제 5절에서는 결론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고찰

및 제언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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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데이터 소개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규모(Magnitude)와 진도(Intensity) 두 가지

지표가 사용된다. 규모는 “지진발생시 그 자체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양으로 지진의 진동에너지에 해당”한다. 이는 계측관측값을 모아 계산된 절

대적 지수이며 지진파의 진폭과 진앙까지의 거리를 이용해 계산된다. 규모는

보통 소수 첫째자리까지 계산되며 규모가 1.0 증가하면 지진에너지는 약 32배

증가한다. 대한민국 기상청에서는 일본 진앙거리 기준과 지반운동의 최대수

평성분을 이용해 M = 1.73 logR + logA− 0.73이라는 수식에 맞추어 규모를

계산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 , 2017).

진도는 “특정 장소에 나타난 지진 진동의 세기를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

체 또는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설문 혹은 지진계의

가속도측정을통해측정한다.따라서진도는지진이관측된지점에따라값이

다르며, 지진의 규모, 진앙거리, 진원깊이에 크게 좌우된다. 대한민국 기상청

에서는 200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미국의 MMI(Modified Mercalli Intensity)

진도 계급을 도입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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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시대 지진계를 사용하지 않고 문헌에 기록된 지진기록을 역사지진기

록이라고한다.역사지진의경우그시대에지진을과학적으로측정할수있는

방법이없었고,지진크기를역사기술에의존에추정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따라서 역사 기록물로부터 지진에 대한 묘사 혹은 주변 상황 기술에 기반하여

진도를 재구(再構)해낸 후, 감진면적 등 지진과 관련된 다른 요소를 고려해 최

대한 사실에 가깝게 지진의 규모를 추정해 내야한다. 이렇게 추정해낸 규모를

역사지진의 환산규모라 한다.

20세기이후지진계를사용해현대적인의미에서측정된지진기록을계기

지진기록이라고 한다. 오늘날 지진관측에선 전국 각지에 설치된 지진관측망

에서 관측된 지진파 데이터를 이용해 지진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위치인 진앙,

실제 지진이 발생한 지하 위치인 진원, 지진이 발산한 에너지를 반영하는 지

진규모를 계산해낸다. 현재 기상청에서는 117개소 디지털 지진관측소를 운영

하며 실시간으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관측하고 있으며 현재 한반도

지역 지진관측 중 가장 우수한 자료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

2017). 하지만 기상청 관측자료 분량은 불과 30년 어치에 불과해 장기간 지진

예보 및 지진 위험도 분석에는 그 수가 부족하다. 따라서 기상청 (2017) “국내

지진목록”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 조선지진연구소 (1986) “조선지진목록”을

분석에 같이 활용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목록을 데이터

로 사용하였다. 역사지진목록으로 기상청 (2012) “한국 기상기록집 2: 한반도

역사지진기록 (2년-1904년)”을 바탕으로 조선지진연구소 (1986) “조선지진목

록”,김소구 (1995) “한국지진목록”으로누락된자료,역사지진의진도결정을

보충하였다. 계기지진목록으로는 기상청 (2017) “국내 지진목록”을 기본으로

누락된 자료는 조선지진연구소 (1986) “조선지진목록”으로 보충하였다. 사용

된 지진목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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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목록

2.1.1. 한반도 역사지진기록 (2년-1904년)

기상청 (2012)“한국 기상기록집 2: 한반도 역사지진기록 (2년-1904년)”

(이하 “기상청, 한반도 역사지진기록”)은 지질자원연구소에서 수행한 지질자

원연구소 (2012)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 사업에서 작성된

역사지진 목록을 바탕으로 기상청에서 편집, 발간한 최초의 정부 출간 역사

지진목록이다. “기상청, 한반도 역사지진기록”은 이전 여러 연구소, 학자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정리된 역사지진 목록을 총 망라해 자료의 완전성과 균일

성,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간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내진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진기록과 지질 및 지반특성 등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된 지진의 위험 정도” (대한민국 국회 , 2009)

인 지진위험도를 지도 위에 나타낸 지진위험지도 제작에 기초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기상청, 2012; 지질자원연구소 , 2012).

“기상청, 한반도 역사지진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麗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錄)과 같은 1차 사료와 고려사절요(高麗史節要), 승

정원일기(承政院日記),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 등 2차사료로부터 지진

자료를 발췌 · 해석하였다. 발췌 · 해석의 원칙으로 “① 기존 목록에서 누락된

항목을 보충, ② 오기된 날짜를 수정, ③ 외국 발생 지진 기록 제거, ④ 기존

목록에서 별도의 지진으로 기록되었으나, 감진지역이 대부분 중첩되어 하나의

지진으로 취급, ⑤ 감진지역이 분리되어 하나의 지진이라기보다 복수의 지진으

로 취급해야 하는 경우, ⑥ 동일 장소에서 같은 일자의 여러 번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1회로 취급”을 기준으로 삼았다. 사료에 표시된 음력 날짜는 서기 1000

년 이후의 경우 양력으로 환산하였으며, 이전의 경우 음력으로 표기하였다.

시각, 방위, 수도의 이름, 지명의 변환 기준은 “기상청, 한반도 역사지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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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체적으로 수록되어있다(기상청, 2012; 지질자원연구소 , 2012).

“기상청, 한반도 역사지진기록”에서는 역사지진 평가를 위해 진앙 결정기

준과진도평가기준을새로제시했으며,그에따라역사지진의진앙지와진도를

결정했다. 진앙 결정기준으로 “① 감진지역 또는 피해지역을 진앙으로 선택,

②피해지역이광범위한경우가장피해가심한곳을진앙으로선택,③지역이

기술되지않은경우당시수도를선택,④감진지역이광범위한경우동일지진

인지 확인, 인접 중국북동부와 서남 일본의 역사기록을 조사 등”을 사용했다.

김진지역 분포와 진앙 결정은 경재복 (2009)의 방법을 그대로 채택했다(기상

청, 2012; 지질자원연구소 , 2012).

진도결정은 현재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MMI(Modified Mercalli Intensity)

진도 계급을 사용한다. 역사지진 기록에 나오는 “① 인간 및 동물과 관련된

서술. ② 구조물과 관련된 서술, ③ 지표 및 자연물의 변화와 관련된 서술”을

세분화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했으며, 진도결정 기준으로 “① 지진이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하되 피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진도를 II-IV로 평가, ②

감진면적이 작은 경우 진도를 IV로 평가, ③ 감진지역이 여러 군데인 경우

진도-진앙거리 식 I0 − I = 3.4503 − 1.0463 lnR − 0.00467R 을 사용 (I0는

진앙에서의 최대진도, R은 진원 깊이 10km를 가정했을 때 진원거리, I는 감

진경계에서의 진도로 IV로 가정), ④ 감진지역과 지진피해가 동시에 기록된

경우 감진지역의 면적을 통해 평가된 진도와 지진피해를 통해 평가된 진도

중 큰 값을 사용, ⑤ 단일 평가가 힘든 경우 범위로 평가”을 사용했다. 자세

한 서술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기상청, 한반도 역사지진기록”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어있다(기상청, 2012; 지질자원연구소 , 2012).

위의기준으로작성된 “기상청,한반도역사지진기록”에는 1783회의역사

지진 목록이 기재되어있다 (Figure 2.1 (a)). 기록된 진앙의 분포도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 집중되며, 기록에서 진앙이 특별히 기록되어있지 않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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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서 각 시대의 수도에 기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Figure 2.1 (b))). 공

간적으로 서해안과 영남지역 동해안에서 지진활동이 강했으며, 시간적으로

16세기와 17세기 지진발생이 잦았다(Table 2.1). 특히 진도 V이상의 지진은

영남, 충청권과 평안남도 평양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한반도에서는 판내부 유형 지진이 호발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현대

계기지진의 경향과도 일치한다 (Figure 2.1 (c),(d))(기상청, 2012; 지질자원연

구소 , 2012).

세 기 ∼ 10 11 ∼ 14 15 16 17 18 19

발 생 빈 도 99 161 242 617 385 224 48

Table 2.1: ”기상청, 한반도 역사지진기록” 기재 지진 세기 별 발생 빈도.

2.1.2. 조선지진목록

조선지진연구소 (1986) “조선지진목록” (이하 “조선지진목록”)은 북한 조

선지진연구소에서 작성했으며 서기 2년부터 1889년까지 역사지진목록 1843

건, 1901년부터 1983년까지 계기지진 523건, 총 2366건의 지진 기록을 제시하

고 있다 (Figure 2.2). “조선지진목록” 자료는 지진이 발생한 년도, 월, 일이

기록되어있고, 그 진앙 지역명, 진앙의 경 · 위도, 진도와 규모가 기재되었다.

1900년 이전 역사지진 자료에서 진도 4.0 미만, 1900년에서 1977년 자료 중

진도 3.0미만, 1978년 이후 계기지진 자료에서 진도 2.0 미만 목록은 자료에서

제외되었다. 역사지진의 경우 1900년 이전의 목록은 모두 음력 기록이 양력

기록으로 변환되어 “기상청, 한반도 역사지진기록”과 차이를 보인다. 진앙

의 결정은 사료를 바탕으로 감진지역의 중심 혹은 가장 피해가 큰 지역으로

결정되었다. 진도의 경우 조선지진연구소(1977) “조선지진진도표”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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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기상청, 한반도 역사지진기록” 기재 시기별 지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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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의 진도를 추정한 다음, 고려시대 이전의 경우

M =
2

3
I0 + 1

을, 이후의 경우

M =


0.86 + 1.09 logA5

2.56 + 0.85 logA6

3.59 + 0.87 logA7

을 이용해 규모를 재구했다 (I0는 추정 진도, Ai 는 추정 진도가 i 일 때 지진

의 영향을 받은 면적). 1900년에서 1945년 사이 기간에는 JIS(Japan intensity

scale)을사용해진도를추정한뒤역사지진과같은방법으로규모를재구했다

(조선지진연구소, 1986). “조선지진목록”에서 1940년대와 1950년대는 기재된

지진이 유난히 적은데, 이는 실제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기보다 태평양 전

쟁과 한국 전쟁의 여파로 실제 지진관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데이터가

목록에서 많이 누락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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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60년부터 지진을 관측했으며 “조선지진목록”에 수록된 계기지

진의 경우 남한 지역보다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더 많이 수록되어있다

(Figure 2.3). 특히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 “기상청 지진목록”에서

는 평양, 평안남도 지역에 지진이 집중되어있는데, “조선지진목록”에 따르면

평양, 평안남도 지역 외에도 동해안, 특히 나진 ·선봉 지역 해안에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군집되어있는 점이 특이사항이다. 이들 지진은 상대적으로 규

모는 크지만 모두 심도 500km 이상 심발지진으로 지진에 의한 진동이 매우

미약해 남한에서 관측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지진연구소, 1986;

지질자원연구소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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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조선지진목록” 기재 역사지진 분포도 (서기 2 - 1904년).

12



Figure 2.3: “조선지진목록” 기재 계기지진 분포도 (서기 1960 -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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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한국 지진목록

김소구 (1995) “한국 지진목록” (이하 “한국지진목록”)은 서기 2년부터

1995년까지 총 2618건의 지진을 제시하고 있다. 서기 2년부터 1977년은 “조

선지진목록”의 지진목록을 저자가 다시 정리를 한 것이며, 1978년부터 1995

년까지 계기지진목록은 “조선지진목록”과 “기상청 지진목록”을 취합하였다.

특이할 사항으로 1978년 이후 계기지진 기록에서 북한의 진도기록이 대한민국

기상청의 진도기록보다 평균 0.3 정도 큰 것으로 나왔으며 저자는 “조선지진

목록”과 “기상청 지진목록”의 지진기록이 겹치는 경우 “기상청 지진목록”의

진도를 따랐다(김소구, 1995).

2.1.4. 국내지진목록

기상청 (2017) “국내지진목록” (이하 “기상청 지진목록”)은 현재 기상청 홈

페이지(http://www.kma.go.kr)에 공개되고 있는 계기지진목록이다 (Figure 

2.4). 기상청은 1978년 홍성지진 발생을 계기로 장비 현대화를 통해 지진관측

을 시작했으며, 이후 지진관측소 확충사업을 통해 초광대역 및 광대역 지진

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지질자원연구소 2012]. 1978년 이후 2017년 1월 1

일 기준 총 1472건의 지진이 관측되었으며, 주로 영남, 충청권과 평양 주변

평안남도, 울산 인근 및 경북지역 동해안에서 빈발했다 (기상청,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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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국내지진목록” 기재 계기지진 분포도 (서기 1978 -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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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진 데이터 정리

본 논문에서 통계적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는 역사지진의 환산규모와 계기

지진의 규모이다 (이하 한반도 지진 기록이라고 함). 한반도 지진 기록의 (환산)

규모는 0.1단위로 기록되며 분석시 데이터는 연속형 데이터로 생각하겠다. 다

만 “기상청, 한반도 역사지진기록”은 환산규모를 제공하지 않고 재구된 MMI

진도만을 제공했는데, 진도는 로마자 정수 단위로 기록되므로 “기상청, 한반

도 역사지진기록”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 이산형 정수 데이터로 간주하겠다. 

2년에서 1904년까지 역사지진은 “기상청, 한반도 역사지진기록”과 “조선지

진목록”을 사용했다. “기상청, 한반도 역사지진기록”은 재구된 MMI 진도가

데이터로 사용해 이산형 정수 데이터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환산)규모를 사

용하는 다른 지진목록 데이터와 데이터의 취합이 어렵다. 따라서 역사지진의

분석에서는 “기상청, 한반도 역사지진기록”과 ”조선지진목록”을 따로 멱법칙

분포로 분석하기로 하고, 계기지진 목록과 취합은 “조선지진목록”만을 사용

하기로 한다. 역사지진의 경우 두 자료 모두 진도, 환산규모가 3 이상인 경우만

기록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분석에 사용하기로 한다. 1905년에서 1977년 사이

에 발생한 지진은 “조선지진목록”에 기재된 환산규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1978년에서 1983년 사이의 계기지진은 “한국 지진목록”을 사용해 “조선지진

목록”과 “국내지진목록”의 자료 모두 반영되게 하였고 꼬리분포를 사용하기

위해 규모 3 이상 지진 목록만 사용했다. 1984년 이후 계기지진은 “국내지진

목록”을 이용하였으며 역시 규모 3 이상 지진 목록만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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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분석 방법

본 논문에서는 과거 한반도 지진 기록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날

지진을예측하기위해 Clauset등 (2009)와 Clauset와Woodard (2013)을따라

멱법칙 분포(power-law distribution)을 통한 꼬리분포 구간 확률 추정 모델을

사용한다. 꼬리분포 구간 확률 추정 모델의 목적은 데이터로부터 다음 어떤

사건이 한번 관측할 때 그 크기가 x 혹은 그 이상일 확률과 이제까지 데이터를

관측한전체기간과맞먹는미래의기간중그크기가 x혹은그이상인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꼬리분포 구간 확률 추정 모델에 멱법칙 분포를 사용하기 앞서 우선 멱

법칙 분포(power-law distribution)의 확률밀도함수와 가능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소개하고, 과거 한반도 지진 데이터가 이산형 멱법칙 분포를 잘

따르는지 적합(fitting)하기 위해 척도모수(scaling parameter) α , 멱법칙 현

상의 하한(lower bound on power-law behavior) xmin 을 추정하고 그 값을

검정한다. 다음 멱법칙 분포 사용을 정당화 하기 위해 적합도 검정(Goodness-

of-fit test)을 수행하여, p 값(p-value)가 0.05보다 클 경우 멱법칙 분포가 데

이터를 설명하는 적합한 분포(plausible distribution)로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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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적합한 멱법칙 분포를 이용해 향후 한반도에서 주어진 진도 이상 재난

규모(catastrophic) 지진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고, 붓스트랩 방법(Bootstrap

method)을 이용해 그 신뢰구간을 구한다. 이산형 멱법칙 분포 및 그 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반화 제타 함수(Hurwitz‘s generalized zeta function)이 사

용되는데, 그 계산은 Coffey (2009)의 알고리즘을 따르도록 한다.

3.1. 멱법칙 분포의 소개

멱법칙(power law)은 한 수가 다른 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관계를 말한

다. 멱법칙 분포는 큰 x 값에서 확률밀도가 x의 멱으로 α를 가지는, 즉 p(x) ∝

x−α 를 따르는 분포를 말한다 [Newman 2005]. 인터넷 노드 연결 수, 박테리아

대사 네트워크 연결, 테러 발생, 지진 화산 발생, 자산의 분포, 금융 시스템의

연결 등 자연계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은 복잡계의 일종으로 멱

법칙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lbert와 Barabsi , 2002; Newman

, 2005). 이런 현상들은 대개 모든 x값에서 멱법칙 분포를 가진다기보다 어떤

xmin라는 값보다 큰 값을 가지는 꼬리 부분(tail)에서 멱법칙 분포를 가지는

경향을 가진다. 위의 분포에서 α를 척도모수, xmin를 멱법칙 현상의 하한이라

부르며 이들은 멱법칙 분포를 설명하는 두 모수이며 꼬리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값을 가지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 가를 설명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Clauset 등 , 2009).

멱법칙 분포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연속형 멱법칙 분포(continuous power-

law distribution)과 이산형 멱법칙 분포(discrete power-law distribu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속형 멱법칙 분포의 확률 분포는

p(x)dx = P r(x ≤ X < x + dx) = Cx−αdx

형태를 가지는데, x = 0에서는 이 확률 분포가 발산하므로, 하한 xmin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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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x > xmin 범위에서 확률 분포를 정규화(normalization)을 하면 α > 1의

범위에서

p(x) =
α− 1

xmin

(
x

xmin

)−α
를구할수있다.멱법칙분포를표현하는데있어확률밀도함수와함께보누적

분포함수(complementary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을많이사용한다.

연속형 멱법칙 분포의 보누적분포함수는

P (x) = Pr(X ≥ x) =

(
x

xmin

)−α+1

이다 (Clauset 등 , 2009).

같은 방법으로 이산형 멱법칙 분포의 확률 분포는

p(x) = Pr(X = x) = Cx−α

의 형태를 띄는데, 이를 x = 0에서는 이 확률 분포가 발산하므로, 하한 xmin을

정해 x > xmin 범위에서 확률 분포를 정규화(normalization)을 하면

p(x) =
x−α

ζ(α, xmin)

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ζ(α, xmin)는
∑n

i=1(n + xmin)−α로 일반화 제타 함

수이다. 이산형 멱법칙 분포의 보누적분포함수는

P (x) = Pr(X ≥ x) =
ζ(α, x)

ζ(α, xmin)

이다 (Clauset 등 , 2009).

3.2. 멱법칙 분포의 모수 추정

위에서소개한멱법칙분포를이용해한반도지진데이터를적합한다.흔히주

어진데이터에멱법칙분포를적합하기위해간단히생각할수있는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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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법칙 분포를

log p(x) = α log x+ C

꼴로 고쳐, 가로축과 세로축이 모두 로그-척도인 도표 (doubly logarithmic

plot) 위에서 데이터를 선형 회귀를 이용해 적합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 멱법

칙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를 양축 로그-척도 도표에 산점하면 육안으로도 데이

터가 거의 직선을 이루며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제 데이터를

멱법칙 분포로 적합하는데 정당한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양축 로그-척도 도표에서 선형 회귀를 사용하는 방법은 통계학적

으로 근거가 빈약하다. 선형 회귀를 사용해 데이터를 적합하는 경우, “오차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데이터마다 오차들 사이의 분산이 같다는 등분산성 가정

을 한다. 그런데 로그 변환 후 멱법칙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의 오차가 실제로

정규분포를 따르고 등분산성을 가진다는 보장이 없다. 설사 선형 회귀를 통해

데이터에 적합하는 직선식을 구했다 하더라도, 그 직선식으로 추정된 모수를

대입해 다시 추정한 보누적분포함수가 xmin에서 값을 1을 가져 정당하게 정규

화가 된 확률분포의 형태를 띌 것이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Clauset 등

, 2009).

따라서 Clauset 등 (2009)는 멱법칙 분포의 모수 α와 xmin을 직접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3.2.1. 멱법칙 현상의 하한 xmin이 주어졌을 때 척도모수 α의

추정

연속형 멱법칙 분포에서 xmin이 주어졌을 때 척도모수 α의 최대가능도추정량

(Maximal likelihood estimator)를 구한다.n개의 데이터 xi > xmin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데이터로부터 척도모수 α의 최대가능도추정량 α̂를 가능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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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구할 수 있다. 주어진 xi 1 ≥ i ≥ n과 α에 대해 가능도 함수는

p(x|α) =
n∏
i=1

α− 1

xmin

(
xi
xmin

)−α
로 주어진다. 이 때 척도모수 α의 최대가능도추정량 α̂는 가능도함수를 최

대로 만드는 추정량을 말하며, 계산 상 편의를 위해 다음 로그-가능도 함수

(log-likeligood function),

L(x;α) = log p(x|α) = log
n∏
i=1

α− 1

xmin

(
xi
xmin

)−α
를 최대로 만드는 값을 찾으면 된다. 여기서 ∂L/∂α = 0를 풀면,

α̂ = 1 + n

[ n∑
i=1

log
xi
xmin

]−1
을 구할 수 있다.

이산형 멱법칙 분포의 로그-가능도함수 은 다음과 같다.

L(x;α) = log p(x|α) = log
n∏
i=1

x−αi
ζ(α, xmin)

로그-가능도함수 L을통해 xmin이주어졌을때척도모수 α를구하기위해 L을

α에대해편미분한뒤그식을 0으로만드는 α값을구한다.이를척도모수 α의

추정량 α̂라고 하며 로그-가능도함수 L의 최대가능도추정량이다. ∂L/∂α = 0

을 정리하면

−n
ζ(α, xmin)

∂

∂α
ζ(α, xmin)−

n∑
i=1

log xi = 0

가 유도되고, 다시

ζ
′
(α̂, xmin)

ζ(α̂, xmin)
= − 1

n

n∑
i=1

log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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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리하면 α̂는 이 식의 해가 된다. 이산형 멱법칙 분포에서 위 식의 해를 구

하는것은매우복잡한계산과정을거쳐야한다.따라서연속형멱법칙분포와

같이 닫힌 형식(closed form)으로 α̂를 구하기보다 로그-가능도함수를 최대화

(maximization)하는 값을 수치적 방법(numerical method)를 이용해 직접 구

하는 것이 편리하다.

3.2.2. 멱법칙 현상의 하한 xmin와 척도모수 α의 추정의 동시

추정

현실 세계에서 관측되는 멱법칙 분포 데이터들은 고정된 멱법칙 현상의 하한

xmin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어진 데이터를 멱법칙 분포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xmin도 수치적 방법을 이용해 추정하는 또다른

추정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한반도 지진 데이터의 멱법칙 현상의 하한 xmin

을 추정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Clauset 등 (2009)에 따라 콜모고로프-스미

르노프통계량 (Kolmogorov-Smirnov statistics;이하 KS통계량)을사용했다.

KS 통계량은 비교대상이 되는 누적분포함수(reference CDF)로부터 데이

터로부터 얻은 경험적 누적분포함수(empirical CDF)가 얼마나 떨어져있는가

거리(distance)를 수치화한 통계량이다. 서로 독립이며 같은 분포를 따르는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n개의 랜덤변수(random variable)

Xi 1 ≥ x ≥ n가 관측되었을 때, 경험적 누적분포함수는

F̂ (x) =
1

n

n∑
i=1

I[−∞,x](Xi)

로 정의된다. 여기서 I[−∞,x]는 Xi ≤ x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값으로 가지

는 지표함수(indicator function)이다. 참고 누적분포함수(referece CDF)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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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져 있는 경우, 경험적 누적분포함수 F̂의 KS 통계량은

D = max
x
|F (x)− F̂ (x)|

로 정의되며, 글리벤코-칸텔리 정리(Glivenko-Cantelli theorem)에 의해 n →

∞에서 D가 0으로 수렴함이 보장된다 (Daniel , 1990).

위의 KS 통계량의 정의를 멱법칙 분포에 적용하면, 멱법칙 분포의 KS 통

계량은

Dxmin = max
x
|F (x;αML, xmin)− F̂ (x;xmin)|

로 나타낼 수 있으며, Dxmin을 최소화(minimization)하는

x̂min = min
xmin

Dxmin = min
xmin

[
max
x
|F (x;αML, xmin)− F̂ (x;xmin)|

]
이 우리가 구하고자하는 멱법칙 현상 하한 xmin의 추정량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멱법칙 분포에서 KS 통계량을 적용할 때 앞에서와 같이

누적분포함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보누적분포함수를 비교하는 것이며, 따

라서 F (x; αML, xmin)는 척도모수 αML와 xmin이 주어졌을 경우 참고 보누적

분포함수, F̂ (x; xmin)는 xmin이 주어졌을 때 경험적 보누적분포함수이다.αML

는 x ≥ xmin인 데이터의 부분집합에서 추정한 척도모수 α이다. 멱법칙 현상

하한 xmin의 추정량 x ̂min을 구한 다음, 그 값이 주어졌을 때 척도모수의 추정량

α̂을 따라서 구할 수 있다(Clauset 등 , 2009).

3.3. 붓스트랩 방법을 이용한 멱법칙 분포 모수 추정

앞 절에서 추정한 멱법칙 분포 모수들은 붓스트랩 방법을 이용해서도 추정

할 수 있다. 붓스트랩 방법은 복원추출(sampling with replacement)을 이용해

모수의 추정량을 구하거나 표준편차, 신뢰구간 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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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복원추출은 주어진 원 데이터의 경험적 분포함수(empirical distribution)

에서 이루어지며, 복원추출의 결과인 대상 모수의 표본분포(sampling distri-

bution)로부터 해당 모수의 추정량, 표준편차, 신뢰구간 등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Efron과 Tibshirani , 1993). 붓스트랩 방법을 이용해 모수를 추정하

는 경우에도 앞서와 같이 주어진 xmin에 대한 척도모수 α를 추정하는 방법과

xmin과 α를 동시에 추정하는 방법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Clauset와 Woodard, 

2013).

붓스트랩 방법을 주어진 xmin에 대한 α를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데이터의 경험적 분포 E로부터 값이 xmin보다 큰 꼬리부분의 크기 ptail = 

#(xi ≥ xmin)/n을 구한다. 붓스트랩 표본을 총 NB번 만든다고 했을 때, 각각

의 붓스트랩 표본은 원 데이터와 같은 크기 n을 가지는 새로운 표본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표본을 만들 때 원 데이터에서 ptail의 확률로 값

이 xmin보다 큰 꼬리부분을 복원추출하는데, 이렇게 복원추출을 하면 새로운

분포에서도 전체 데이터에서 xmin보다 큰 꼬리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같게

된다 .즉, 붓스트랩 방법은 원 데이터에서 복원추출로 새로운 데이터 표본을

만들되 꼬리 구조는 보존하여, 추정시 꼬리부분를 사용하는 멱법칙 분포 모수

들의 추정이 원 데이터에서와 붓스트랩 표본에서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 붓스트랩 표본의 xmin보다 큰 꼬리 부분에서 척도모

수 α의 값을 각각 구한 후, 총 NB개의 α에 대한 추정량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면, 붓스트랩 방법으로 구한 α의 추정량과 그 오차를 구할 수 있다(Clauset

와 Woodard, 2013).

한편 붓스트랩 방법을 이용해 xmin과 α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붓스트랩 방법을 직접 이용하기보다 몬테카를로 방법(Monte Carlo mothod)

을 응용하여 더 쉽게 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 몬테카를로 방법은 붓스트랩 방

법보다 더 일반화된 재추출 기법(resampling method)이며, 데이터의 경험적

24



분포함수에의존하는붓스트랩방법과는달리데이터전체를복원추출하여주

어진 모수의 특성을 추정한다. 몬테카를로 기법은 데이터의 분포와 그 구조에

상관 없이 모수의 특성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분포가 해석학적으로

분석하기 힘든 경우 사용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Fishman , 1995). 몬테카를로

방법을 따를 경우 우선 데이터의 경험적 분포 E 전체에서 ’균일분포(Uniform

distribution)’에 따라 표본을 복원 추출한다. 이때 균일분포에 따라 복원추출

하는이유는이번에는앞과달리 xmin도같이추정을하는것이기때문에 xmin

이상으로 정의 되는 꼬리의 크기가 정해지지 않아 붓스트랩 방법으로는 꼬리

부분의 구조를 추출과정에서 보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출한 표본에서 앞

절의 방법에 따라 xmin에 대한 α를 동시에 추정해내고, 총 NB개의 α와 xmin

에 대한 추정량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면, 데이터의 α와 xmin의 추정량과

그 오차를 구할 수 있다(Clauset와 Woodard, 2013).

실제분석에서붓스트랩방법과몬테카를로기법을사용할때표본추출은

모두 1000회씩 추출했다.

3.4. 적합도 검정을 통한 p 값 추정

한반도 지진 목록 데이터가 실제로 멱법칙 분포를 따르는가 확인하기 위해

적합도 검정을 사용한다. 적합도 검정을 통해 관측된 데이터의 분포가 가설에

주어진 멱법칙 분포에 얼마나 벗어나는가 ‘거리 (distance)’를 측정해 그 결과

를 p 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번 절의 목적이다. p 값 추정에서도 분포간의

거리를 수치화해야하기 때문에, 적합도 검정을 수행하기 위해 앞서 사용했던

KS 통계량을 다시 사용한다. 우선 관측 데이터의 경험적 분포의 KS 통계량

을 구한뒤 경험적 분포를 설명하는 모수를 추정한다. 다음 경험적 분포로 부

터 추정한 모수로 가상의 합성분포(synthetic distribution)를 준모수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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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parametric approach)으로 추출해 만든다. 준모수적 방법은 앞서 설명했

던 붓스트랩 표본을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다. 관측 데이터의 경험적 분포 E

에서 값이 xmin보다 큰 꼬리부분을 선택해 이 꼬리부분으로부터 크기 n짜리

가상의 합성분포를 만드는 것이다(Clauset 등 , 2009).

먼저 값이 xmin보다 큰 꼬리부분 크기를 ntail이라고 했을 때 ntail/n의 확

률로 앞서 원 데이터로부터 추정한 모수를 가지는 멱법칙 분포에서 생성되는

난수를 만들어(Random number generation) 새로 만들 가상의 합성분포 데이

터에 추가한다. 또 1 − ntail/n의 확률로 관측 데이터에서 균일분포로 자료를

추출해 가상의 합성분포 자료에 추가한다. 이 과정을 n번 거치게 되면 우리는

관측 데이터의 실제 경험적 분포와 경험적 분포와 같은 성질을 가지리라 생각

되는멱법칙분포를합성한새로운가상의합성분포를가지게된다.이가상의

합성분포에서 다시 KS 통계량을 구한다. 우리가 가상의 합성분포를 총 NB

개 합성했다고 했을 때 NB개 가상의 합성분포는 각각의 KS 통계량을 가지게

된다. 이때 NB개의 KS 통계량 중 맨처음 구한 원 데이터의 KS 통계량보다 큰

빈도를 p라고하고이 p를우리가구하고자하는 p값으로가지면된다(Clauset

등 , 2009).

KS통계량은보누적분포함수간의거리를가장크게만드는위치를의미하

므로어떤가상의합성분포의 KS통계량이원데이터의 KS통계량보다크다는

말은그가상의합성분포가원데이터보다더멱법칙부포에가깝다고말할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 데이터에서 추출해 만드는 가상의 합성분포들 중 KS

통계량이 원 데이터의 KS 통계량보다 큰 합성분포들이 많아질수록, 원데이터

의구성중멱법칙분포를따르는데이터들의비중이많다는뜻으로해석할수

있다. 만약 p값의 값이 작아 무작위로 추출된 가상의 합성분포의 KS 통계량이

원 데이터보다 작았다면 이는 멱법칙 분포에 벗어나는 이상값의 영향이 커,

가상의 합성분포를 만드는 무작위 추출의 영향 이외의 데이터 자체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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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인해 원 데이터가 멱법칙 분포와 거리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정리해서 p 값이 커 1에 근접할수록 관측된 데이터의 경험적 분포와 가

상의 합성분포(synthetic distribution)의 거리는 오직 무작위(randomness)에

의지하는 경향을 띄어간다고 볼 수 있다(Clauset 등 , 2009).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총 1000개의 가상의 합성분포를 만들며, p값이

0.05보다 큰 경우 관측 데이터가 멱법칙 분포에 적합하다고 간주하겠다.

3.5. 한반도 지진 발생확률의 추정

앞서 구한 멱법칙 분포 모수를 이용해 미래의 한반도 지진 발생확률을 추정

한다.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한반도 지진 발생확률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지진이 한 번 관측되는 경우 그 크기가 x 혹은 그보다 클

확률 (per-event probability; 이하 사건확률)이다. 이 확률은 지진의 발생이 연

속-시간 푸아송 과정(continuous-time Poisson process)을 따르다고 했을 때,

그율(rate)이멱법칙분포함수의보누적분포함수임을이용해구할수있다.둘

째는이제까지데이터를관측한전체기간에맞먹는미래의기간중그크기가

x 혹은 그 이상인 지진이 관측될 확률(per-period probability; 이하 기간확률)

을 구하는 것이다.여기서 “전체 기간에 맞먹는 미래의 기간”이라는 말의 뜻은

“자료가관측된전체기간동안발생한총지진수만큼미래에지진이발생했을

때”를의미한다.다시말해자료에지난 100년간일어난 1000건의지진이있고

이 자료를 통해 기간확률을 구했다면, 이는 앞으로 미래에 1000여건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주어진 크기 이상의 지진이 한번이라도 발생할 확률이 기간확률

이라는뜻이다.기간확률은앞서사건확률을구할때사용한연속-시간포아송

과정을 근사해 쉽게 구할 수 있다 (Clauset와 Woodard, 2013).

우선 한반도에서의 지진 발생은 그 율이 q(x)인 연속-시간 푸아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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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르고, 그 규모 또는 진도의 크기가 서로 독립적이며 같은 분포를 가진

다(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라고 가정하자. 이 가정으로부터

q(x)는푸아송과정에서한번사건이관측되었을때그크기가 x이상일확률,

즉앞에서언급한첫째확률인한반도에서미래에지진이한번관측되었을때

크기가 x 이상일 사건확률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q(x)는 그 정의 상 멱법칙

분포함수의 보누적분포함수일 뿐이므로

q(x) = Pr(X ≥ x|X ≥ xmin)Pr(X ≥ xmin) = Pr(X ≥ x) =

(
x

xmin

)−α+1

로 계산할 수 있다(Clauset와 Woodard, 2013).

한편 앞에서 언급한 두 번째 확률인 전체 기간에 맞먹는 미래의 기간 중

지진이 관측될 기간확률 p̂는 연속-시간 푸아송 과정에서 사건의 크기 x가 연

속이라 가정하여 근사한 뒤,

p̂ = 1− [1− q(x)]n ≈ 1− exp−nq(x)

로 쉽게 구할 수 있다(Clauset와 Woodard, 2013).

한반도 지진 발생확률 또한 붓스트랩 방법을 이용해 추정하고 그 오차를

계산할 수 있다. 한반도 지진 발생확률을 붓스트랩 방법으로 추정할 때 앞절

에서 소개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xmin에 대한 척도모수 α를 추정하는

방법과 xmin과 α를 동시에 추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사용해 모수 α와 xmin

을 구하고, 그에 따른 지진 발생확률을 위의 q(x)와 p̂를 구하는 공식에 대입해

계산해낼 수 있다. 각각 방법으로 붓스트랩 표본에서 도출해낸 한반도 지진

발생확률 q(x)와 p̂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주어진 데이터의 q(x)와 p̂의

추정량과 오차를 구할 수 있다(Clauset와 Woodar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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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일반화 제타 함수의 계산

일반화 제타함수 ζ(α, xmin)의 정의는

ζ(α, xmin) =
∞∑
n=0

(n+ xmin)−α

이며, 특히 이산형 멱법칙 분포의 확률밀도의 정규화, 분포의 표현, 추정량을

계산할 때 자주 사용된다. 일반화 제타함수는 무한 급수(infinite series)의 형

태로 정확한 계산이 매우 힘들다. 대신 본 논문에서는 일반화 제타함수 값을

계산하기 위해 Coffey (2009)의 다음 정리를 이용해 주어진 모수에서 일반화

제타함수의 값을 직접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계산했다.

Proposition 3.6..1 (Coffey (2009), Proposition 2). 임의의 도수 n을 가지

고 pn(1) 6= 0인 다항식 pn(x) =
∑n

k=0 akx
k에 대해서, cj =

j∑
k=0

ak − pn(1),

0 ≤ j ≤ n− 1이라 하자.여기서

ln(α, xmin) =
1

pn(1)Γ(α)

∫ 1

0

xxmin−1pn(x)

1− x
(− log x)α−1dx

라고 하면, α > 1과 xmin > 0 일 때, 일반화 제타함수 ζ(α, xmin)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ζ(α, xmin) = − 1

pn(1)

n−1∑
j=0

cj
(j + xmin)α

+ ln(α, x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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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분석 결과

앞서 소개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지진 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보이겠

다. 분석결과로 우선 로그-로그 도표(log-log plot)에 보누적분포함수를 그려

(plotting) 실제 데이터의 분포와 대강의 특성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다음 주

어진멱법칙현상의하한 xmin에대한척도모수 α를추정해그추정량을구하고

붓스트랩방법을이용해 90%신뢰구간을구한다.추정한척도모수추정량 α̂와

그 신뢰구간을 로그-로그 도표에 그려 지진목록 데이터의 보누적분포함수와

일치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것이다. 다음 준모수적 적합도 검정을 이용해 실

제 데이터가 멱법칙 현상을 따르는지 검정한다. 마지막으로 척도모수 추정량

α̂과 멱법칙 현상의 하한 xmin을 이용해 두 한반도 지진 발생확률, 사건확률

과 기간확률을 구하고 기간확률의 90% 신뢰구간을 붓스트랩 방법을 이용해

구하겠다.

앞서 제시한 지진목록 중 역사지진 분석을 위해 “기상청, 한반도 역사지진

기록”과 “조선지진목록”중서기 4∼1904년부분을사용한다.계기지진분석은

3가지 목록을 사용하겠다, 첫번째는 “국내지진목록”만 수록된 목록으로 1978

년 이후 기상청 자료만을 분석했다 (이하 “계기목록1”). 두번째 자료는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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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국내지진목록”과 1960년 이후 ”한국 지진목록”을 이용해 현대적 의

미에서 남북한 모두 지진계 사용이 확실하다고 근거가 밝혀진 지진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하 ”계기목록2”). 마지막으로 “국내지진목록”, 1960

년 이후 “한국 지진목록, 1905∼1959년 “조선지진목록”을 사용해 계기지진으

로 알려진 모든 지진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하 ”계기목록3”). 2017

년을 기준으로 “계기목록1”은 39년, “계기목록2”는 57년, “계기목록3”은 112

년 간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지진목록”, “국내지진목록”

의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 2013년 간 한반도 지진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도

제시하였다(이하 “전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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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반도 지진데이터 경험적 보누적분포함수 그림

멱법칙 분포의 보누적분포함수는 앞서 살펴보았듯 연속형인 경우

P (x) = Pr(X ≥ x) =

(
x

xmin

)−α+1

,

이산형인 경우

P (x) = Pr(X ≥ x) =
ζ(α, x)

ζ(α, xmin)

이다. 만약 멱법칙 분포의 보누적분포함수를 로그-로그 도표에 그릴 경우 보

누적분포함수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바꾸면 이해하기 쉬운데, 연속형인 경우

logP (x) = (−α + 1) log x+ (α− 1) log xmin,

이산형인 경우

logP (x) = log
ζ(α, x)

ζ(α, xmin)

형태를 가지며 이 둘은 모두 log x에 대한 선형 관계식이므로 보누적분포함

수는 로그-로그 도표에서 직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지진의

(환산)규모가 정의상 지진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밑(base)이 10인 로그 척도(log 

scale)로 표시한 지표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진 데이터를 로그-로그 도표에 그

릴 경우, (환산)규모를 나타내는 가로축의 경우 따로 로그 척도로 나타내지

않아도 된다.

실제 한반도 지진 목록을 로그-로그 도표에 그린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ure 4.1). (a)에서는 “기상청, 한반도 역사지진기록”, (b)에는 “조선지진목록” 

중 서기 2년 1904년 역사지진 부분, (c)에는 “계기지진1”, (d)에는 “계기지

진2”, (e)에는 “계기지진3”, (f)에는 “전체목록”의 보누적분포함수를 그렸다.

지진의 진도와 규모는 모두 밑이 10을 가지는 로그 척도를 가지므로 가로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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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금이 보통 정수단위로 나타남에 유의하자. (a)에서 “기상청, 한반도 역사지

진기록”은 재구된 MMI진도를 데이터로 가지므로 그 값이 정수로만 나타남이

특징이다.

(b) “조선지진목록” 데이터의 분포는 일직선이 아니라 오목한(concave)

모양을 그리는데, 이는 ”조선지진목록” 저자가 환산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주

관적으로 규모 4.0 7.5 사이에 환산치를 집중시킨 결과로 생각된다.“조선지

진목록” 데이터가 다수 반영된 (f) “전체목록”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가진다.

이후 분석에서 “조선지진목록” 중 역사지진 부분과 “전체목록”에서는 환산규

모 5.0이상자료만을분석에사용해최대한역법칙분포에부합하는부분만을

분석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c) “계기지진1”, (d) “계기지진2”, (e) “계기지진3”은 대체적으로 선형성

을 잘 띄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c) “계기지진1”의 경우 규모 4 중반부터

데이터가 적합직선의 위 아래로 요동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세기

후반 일어난 지진 중 규모 4 중반 이상 크기를 가지는 지진의 비중이 상대적

으로 적되 규모 5 이상의 큰 지진이 이상적으로 수회 발생해 데이터 분포가

구부러진 모양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d)“계기지진2”와 (e) “계기지진3”

에서는 규모 5.5 이후 데이터의 분포가 상방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규모 4 5크기의 지진이 평양 인근에서 빈발하여 앞서 (c) “계기지진1”의

남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규모 4대 지진의 빈도가 보완된 결과

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다만 (e) “계기지진3”에서 다시 규모 6.5 이후 데이터

분포가하방으로꺾이는모습을볼수있는데이는 1940년대초반서해와동해

먼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6 7대 지진들이 도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c)

“계기지진1”, (d) “계기지진2”, (e) “계기지진3”의 꼬리부분 자료 불안전성은

이후 모수 추정 및 한반도 지진 발생확률 계산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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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반도 지진데이터 척도모수 추정량 계산

앞서 3.2절과 3.3절에서 소개한 척도모수 α의 추정과 그 신뢰구간 계산을 한

반도 지진 목록에 적용시켜 그 결과를 표로 제시했다(Table 4.1, Table 4.2).

또 척도모수 추정량α̂과 그 신뢰구간을 사용해 그린 적합 직선(fitting line)을

로그-로그 도표에 표시했다 (Figure 4.1). 로그-로그 도표 위에는 보누적분포

함수 그림 외에 −α̂ + 1를 기울기로 가지는 적합직선을 그렸다. 적합직선을

그리는데 사용된 척도모수 추정량 α̂는 붓스트랩을 사용하여 α와 xmin을 동

시에 추정했을 때 계산된 값을 사용했다. 적합직선 양쪽 주변으로 나타나는

점선은 척도모수 추정량 α̂의 90% 신뢰구간을 표시한 것이다. 적합직선, 신뢰

구간직선 모두 붓스트랩 동시 추정시 x̂min에서 시작한다.

멱법칙 분포 모수 추정 결과는 붓스트랩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붓스트

랩을 사용한 경우 나누어 표로 작성했다. 붓스트랩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미리 설정한 진도 혹은 (환산)규모 하한값을 xmin으로 사용해 척도모수 α를

추정하는데 이용하였다. 추정된 척도모수 α̂는 대개 1.5에서 2 사이의 값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나 데이터의 분포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멱법칙 분포를

따른다고 해석할 수 있다Clauset와 Woodard (2013). 다음 α와 xmin를 동시

에 추정하였다. 이 경우 추정된 x̂min가 최소 5에서 7 8사이 값을 가져 분포

안에서도 상당히 우측에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그-로그 도표에서 데

이터의 분포를 살펴보면 큰 규모쪽 데이터가 적합 직선을 벗어나 요동치거나

하방으로 오목하게 꺾이는 등 불안정하게 분포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불안정한 꼬리분포를 KS 통계량으로 추정하게 되면, 불안정한 꼬리분포

끄트머리에서 이상값들 중 조금이라도 선형성을 보이는 일부 구간을 멱법칙

분포로 적합을 해 전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충분히 작은 xmin을 추정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신 붓스트랩 방법을 사용해 xmin을 추정하게 되면 불안정한 꼬리분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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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상값들의 영향이 선형성을 잘 보이는 작은 규모 데이터들과 희석이

되는데, 이는 모수 추정시 원 데이터로부터 무작위 추출된 새로운 분포로부터

모수를 추정하고 그 값을 평균해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선형성을 잘 보이는

작은 규모의 데이터들과 꼬리부분의 불안전성이 희석이 되면 좀더 선형성을

추정할 수 있는 영역이 왼쪽으로 커지기 때문에 붓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지 않

은경우보다더작은 xmin값이계산할수있다.따라서계산된모수추정량들이

데이터 분포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자체의 선형성을 더 잘 설명하는 결

과를얻을수있다.실제로로그-로그도표에그린적합직선과신뢰구간직선을

보면꼬리부분의대부분데이터들이붓스트랩방법으로구한 α̂의 90%신뢰구

간안에들어옴을눈으로볼수있다.이는추정된모수들이불안정한꼬리부분

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xmin에서부터 전체적인 데이터의 선형성,

즉 데이터가 멱법칙 분포로 잘 설명이 되는지를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xmin이 주어졌을 때 α의 추정량은 붓스트랩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와 붓스

트랩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의 같은 결과값을 얻었다. 이는 데이터를

적합하는 시작 점이 같아 붓스트랩 방법의 사용여부가 적합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4.3. 멱법칙 분포 적합 검정

앞서 3.4에서소개한멱법칙분포적합검정을시행하여한반도지진목록각각

이 실제 멱법칙 분포를 따르는지 검정하였다. 검정기준은 p값이 0.1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 데이터가 멱법칙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우선 붓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모수를 추정한 경우 p 값들이 0.05

에서 0.10 사이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붓스트랩을 사용하지 않고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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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xmin를 동시에 추정하는 경우 추정된 모수로 합성한 실제 멱법칙 분포와

원데이터가 가지는 경험적 분포의 x̂min 이후 꼬리부분과 형태상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 원데이터의 꼬리부분이 정말로 멱법칙 분포를 따른다고 말하기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p값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대

부분 지진목록에서 x̂min 꼬리 부분의 데이터 분포가 적합 직선을 따르지 않고

밖으로 벗어나는 불안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정 모수로 만들어낸

멱법칙분포와일치하는정도가낮아 p값이작게나온것으로생각된다 (Table

4.1).

반면 붓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xmin이 더 낮게 추정된 경우, 선형성을 잘

보이는 낮은 규모의 지진 데이터도 실제 멱법칙 분포와의 비교에 반영되므로

x̂min 이후 꼬리부분이 전체적으로 적합직선에 잘 따르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로그-로그 도표에서도 x̂min 이후 꼬리 부분 데이터가 대부분 α̂

의신뢰구간에들어는것으로직접확인할수있다.붓스트랩방법으로추정된

모수를 사용해 멱법칙 분포를 만드는 경우, x̂min 이후 꼬리 부분와 분포상 거

리가 작으므로 멱법칙 분포가 꼬리부분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붓스트랩 방법을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p 값을 보이게 되고, 우리가 계산한 p 값도 상당수 0.5를 넘는 좋은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계기지진3”과 “전체목록”처럼 꼬리부분의 이상값이

두드러지는 경우에는 p값이 여전히 낮게 나왔다(Table 4.2). 이를 통해 우리가

사용한 지진목록들이 대체적으로 멱법칙 분포를 잘 따르게 되어 멱법칙 분포

사용의 정당성이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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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한반도 지진데이터의 경험적 보누적분포함수와 척도모수 추정량

적합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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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xmin, α̂ α̂, x̂min 동시

α̂ 주어진 xmin α̂ x̂min p 값

기상청 역사 1.552 5.0 1.010 6.0 0.894

조선지진 역사 1.836 3.0 2.551 7.4 0.088

계기지진1 2.004 3.0 3.369 5.1 0.115

계기지진2 1.782 3.0 1.704 4.9 0.409

계기지진3 1.558 3.0 4.257 7.4 0.085

전체목록 1.814 5.0 2.670 7.5 0.068

Table 4.1: 멱법칙 분포 모수 추정 결과 (붓스트랩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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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xmin, α̂ α̂, x̂min 동시

α̂ 표준편차 α̂ 표준편차 x̂min 표준편차 p 값

기상청 역사 1.553 0.019 1.068 0.116 6.457 1.167 *

조선지진 역사 1.836 0.024 2.240 0.214 6.000 0.641 0.639

계기지진1 2.008 0.059 2.317 0.518 3.793 0.721 0.794

계기지진2 1.781 0.036 1.870 0.317 4.339 0.996 0.871

계기지진3 1.557 0.020 2.253 1.17 5.72 0.939 0.190

전체목록 1.815 0.022 2.236 0.335 6.122 0.748 0.092

Table 4.2: 멱법칙 분포 모수 추정 결과 (붓스트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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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한반도 지진 발생확률의 추정

한반도 지진 발생확률 추정 결과를 Table 4.3에 정리했다. 사용된 데이터는 

“계기지진1”, “계기지진2”, “계기지진3”, “전체목록”이며 각각 377, 663, 896, 

2800건의 지진 기록을 기재하고 있다. 한반도 지진 발생확률은 xmin가 주어진

경우 척도모수 α를 추정하는 경우 멱법칙 분포 모수로 부터 계산되는 발생

확률과 α와 xmin를 동시에 추정하는 경우 멱법칙 분포 모수로 부터 계산되는

계산되는 발생확률을 각각 따로 계산했다.또 발생확률을 지진 발생확률은 다

음 지진이 1회 발생하였을 때 특정 크기 이상 규모가 관측될 확률인 ‘사건확률’ 

과 데이터가 관측된 기간과 같은 미래의 기간 안에 특정 크기 이상의 지진이

한번이라도 발생할 ‘기간확률’로 나누어 두 확률 모두 기재했다. 지진 발생확률

아래에 같이 기재된 붓스트랩 방법으로 추정된 멱법칙 분포 모수들이 지진의

규모가 바뀌어도 그 값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미루어

보아 붓스트랩 방법을 사용해 무작위 추출 방식을 이용해 확률값을 추정하여도

그 결과값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얻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교적 최근에 관측된 지진기록인 “계기지진1”과 “계기지진2”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사건확률은 대부분 1/1000 이하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동자료의 기간확률은 그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값을 보였는데, 특히 “계기

지진2”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 내진 기준인 진도 7.5 이상 대규모 지진이 반세기

혹은 660여회 안에 한번이라도 발생할 확률은 못해도 19%는 될 것이라는 결과

를 내어 향후 한반도에서 발생할 대규모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다만, 한반도 남부 지역의 기록이 집중된 ”계기지진1”에서 사건확률과

기간확률이 한반도 북부 지역에 집중된 ”계기지진2”보다 훨씬 낮은 값을 보

이고 있는데, 이를 밑받침으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그 지역은 한반도

북부지역, 특히 Fig 2.3을 미루어보아 평양 인근, 함경북도 해안지역 혹은 동

해 먼바다 쪽이고 원자력 발전소들이 모여있는 한반도 남부 지역일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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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비해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계기지진1”과 “계기지진3” 

의 동시추정 이외 발생확률 추정은 대부분 90%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Table 4.3의 결과는 대체로 믿을만 하다.

20세기 거의 전체를 다룬 “계기지진3”의 경우 최근 반세기 이내 자료를 다

룬 “계기지진1”과 “계기지진2”에비해더높은결과값을보였다. “계기지진3”

은년수로는거의 100년,발생수로는 900여건에지나지않지만사건확률은 “계

기지진1·2”에 비해 거의 10배에 달하는 숫자를 보였고, 기간확률의 값도 규모

8.0까지는거의 1에근접하면서규모 9.0도 0.5를넘는매우높은값을보여주고

있다. “계기지진4”는 약 2000년 동안 2800여건의 지진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계기지진3”과 비교해 그 확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이는 역사지진

에서환산규모가 6이하낮은지진의비중이 Table 4.3에서다루고있는재난급

지진에 비해 더 높게 값이 재구되어서 일 것이라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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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한반도 지진 발생확률 추정 결과

발생확률 추정 결과

6.5 7.0 7.5 8.0 8.5 9.0

목록 모수 x 표준편차 x 표준편차 x 표준편차 x 표준편차 x 표준편차 x 표준편차

계기지진1 q(x) 0.0003311 0.0001559 0.0001066 5.81E-05 3.30E-05 2.04E-05 1.15E-05 8.37E-06 3.87E-06 2.91E-06 1.28E-06 1.06E-06

(39년간) p̂ 0.115866 0.0504876 0.0391746 2.07E-02 1.23E-02 7.54E-03 4.31E-03 3.13E-03 1.46E-03 1.09E-03 4.81E-04 3.99E-04

α̂ 2.0079417 0.0597501 2.0084631 5.92E-02 2.01E+00 5.82E-02 2.01E+00 6.10E-02 2.00E+00 5.84E-02 2.00E+00 5.89E-02

q(x) 8.30E-04 8.74E-04 0.0002165 0.0002383 5.98E-05 6.16E-05 1.726E-05 1.96E-05 5.11E-06 7.17E-06 1.83E-06 2.85E-06

p̂ 2.39E-01 1.69E-01 0.0750448 0.0715109 2.20E-02 2.22E-02 0.0064574 7.28E-03 1.92E-03 2.69E-03 6.90E-04 1.07E-03

α̂ 2.33E+00 5.25E-01 2.3067092 0.5289257 2.28E+00 4.95E-01 2.2910248 5.03E-01 2.37E+00 5.60E-01 2.29E+00 5.07E-01

x̂min 3.7538 0.6922896 3.7637 0.7114059 3.73E+00 6.83E-01 3.7509 6.98E-01 3.86E+00 7.45E-01 3.74E+00 6.92E-01

계기지진2 q(x) 0.0018643 0.000507 0.0007595 0.0002539 0.0003226 0.0001157 0.0001274 5.22E-05 5.33E-05 2.51E-05 2.30E-05 1.15E-05

(51년간) p̂ 0.6935289 0.0970797 0.3874275 0.0964663 0.1902009 0.0604328 0.0804315 3.13E-02 3.46E-02 1.59E-02 1.51E-02 7.45E-03

α̂ 1.7845014 0.0343956 1.7857235 0.0358599 1.7821148 0.0353779 1.7862054 3.60E-02 1.79E+00 3.69E-02 1.78E+00 3.55E-02

q(x) 0.0937535 0.2331135 0.0260432 0.0514859 0.008307 0.0136876 0.0029056 0.0041809 0.0011466 0.0016011 0.000527 0.0008629

p̂ 0.9395838 0.0894375 0.8231553 0.2167116 0.654836 0.3349746 0.5154959 0.3714659 0.3560372 0.337307 0.2160474 0.2601559

α̂ 1.869575 0.2924579 1.8619616 0.2982523 1.8618303 0.2810232 1.8611044 0.2764216 1.8572919 0.2812977 1.8647504 0.3285783

x̂min 4.3023 0.9899822 4.3493 0.9803676 4.3131 1.0061763 4.347 0.9646769 4.3362 0.9659206 4.3596 0.9980601

계기지진3 q(x) 0.0112502 0.0018133 0.0058849 0.0010807 0.0031162 0.0006555 0.0016559 0.0003793 0.000876 0.0002233 0.0004621 0.0001225

(112년간) p̂ 0.9998794 0.000215 0.9921652 0.0078614 0.928052 0.0407848 0.7604582 0.0769255 0.5349726 0.0885695 0.3351485 0.0707128

α̂ 1.5584024 0.0198824 1.5594122 0.0201717 1.5591316 0.0206031 1.5584714 0.0200291 1.5584545 0.0201672 1.5583846 0.0191813

q(x) 0.2095711 2.66E-01 0.1292275 0.144964 0.0670619 0.1247493 0.0098963 0.006716 0.0032225 0.0024661 0.001182 0.0010855

p̂ 1.00E+00 1.83E-05 0.9997477 0.0018143 0.9972713 0.0157977 0.9586017 0.1318689 0.7752817 0.2967269 0.5138323 0.3211452

α̂ 2.21E+00 9.79E-01 2.2395702 1.2092162 2.2853894 1.1648968 2.2782199 1.2424466 2.2768515 1.2183779 2.3331851 1.2279347

x̂min 5.67E+00 9.96E-01 5.6683 1.0048457 5.733 0.9934777 5.7177 0.9929263 5.7154 0.9786013 5.7415 1.021328

전체목록 q(x) 0.0600401 0.0047036 0.0235625 0.0023826 0.0092151 1.18E-03 0.0036328 0.0005654 0.0014201 0.0002455 0.0005619 0.0001147

(2014년간) p̂ 1.00E+00 0 1.00E+00 0 1.00E+00 1.95E-08 0.9998125 0.0002888 0.9702997 0.0180468 0.7590796 0.0674738

α̂ 1.8152647 0.0227873 1.8150068 0.0221098 1.8156362 2.24E-02 1.8149843 0.0224022 1.8154589 0.0214163 1.8148005 0.0219437

q(x) 0.1527976 0.1260682 0.0507806 0.0775254 0.1589676 2.93E-01 0.0284736 0.053183 0.0050811 0.009088 0.001058 0.0019496

p̂ 1.00E+00 0 1.00E+00 0 1.00E+00 5.01E-08 0.9984845 0.00573 0.9134265 0.0951213 0.601901 0.2436438

α̂ 2.241604 0.3094273 2.2493133 0.3439827 2.2381571 3.23E-01 2.2276715 0.3123085 2.2347062 0.3154341 2.2447387 0.3316161

x̂min 6.1201 0.7417926 6.1412 0.7619863 6.1267 6.1267 6.0893 0.725301 6.1143 0.7370405 6.1327 0.74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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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 지진 기록을 통계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

으로 한반도 지진 발생확률을 예보하기 위해 멱법칙 분포 모형을 도입하였다.

우리가사용한한반도지진기록은 “기상청,한반도역사지진기록”, “조선지진

목록”, “한국지진목록”, “국내지진목록”이었으며,지진기록데이터를분석하

기 위해 멱법칙 분포의 척도모수와 멱법칙 현상의 하한을 추정했다. 추정에는

최대가능도통계량추정법과붓스트랩방법을사용되었으며추정량을바탕으로

지진기록데이터가실제멱법칙분포를따르는지적합도검정을통해검정했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지진 발생확률을 계산해냈다.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는 대부분 붓스트랩으로 계산한 p 값이 높게 나와

멱법칙 분포를 대체적으로 잘 따른다고 할 수 있으나, “조선지진목록” 역사

부분과 같이 오목한 형태로 데이터가 분포하거나 “계기지진 1·2·3”과 같이

보누적분포함수 꼬리부분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멱법칙 분포 모수 추정 및 한

반도 지진 발생확률의 정확한 계산이 지장이 있었다. 이렇게 데이터 분포에

왜곡이 생기는 이유는 한반도 지진 발생 자체의 내재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

생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관측 기술의 한계로 인한 데이터 생성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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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지는 불완전성, 특히 규모가 큰 지진이 상대적으로 작은 빈도로 발생· 

관측되어 분포 꼬리 부분이 충분히 두껍지 못하다는 점, 규모판정에 있어 연구

자의 주관성 등도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 점과

관련해 지질자원연구소 (2012)는 역사지진의 완결성 부족을 지적하였는데, 

“기상청, 한반도 역사지진기록”의 MMI 재구 진도의 구텐베르크-리히터 계

수(Gutenberg-Richter coefficient)가 전세계적인 추세인 1이 아닌 0.7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자료의 완결성이 의심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여기서 구텐베르크-

리히터 계수는 해당 진도의 규모나 진도 m에 대한 빈도수를 N이라 했을 때

로그-선형적합의 결과 log N = b − ax에서 계수 a를 말한다). 실제 “기상청, 한

반도 역사지진기록”과 “조선지진목록”의 구텐베르크-리히터 계수를 계산해본

결과 0.723과 0.448이 나와 자료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지진목록”의 환산규모는 “기상청, 한반도 역사지진기록”의 진도와 크기

경향이 불일치되는 기록이 많았는데 “조선지진목록”에서 구체적인 환산규모

추정법을 밝히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다.

데이터 분석 중 모수추정에 있어 척도모수 α는 최대가능도통계량추정법으

로 구하고 멱법칙 현상의 하한 xmin은 KS 통계량을 이용해 준모수적인 방법

으로 추정값을 구했다. 결론부분에서 지적하였듯 데이터의 분포가 불안정한

경우, 특히 꼬리부분에서 불안정한 경우 KS 통계량이 충분히 낮은 멱법칙 현

상의 하한 xmin을 추정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붓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꼬리부분의 낮은 빈도를 가지는 이상값의 영향력을 희석시켜 상당

히 해소되었으나, 그 결과가 실제 xmin에 얼마나 접근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어

계산값을 완전히 신뢰하기엔 제한이 있었다. Clauset와 Woodard (2013)에선

꼬리 가장 끝부분에 있는 이상값을 제거한 상태에서 모수를 추정하고 그 모

수를 바탕으로 이상값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나, 어떤

데이터가 이상치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못하고 이상치가 여러 개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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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이상치들 자체가 가지는 분포의 경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분석방법에

있어한계를보였다이는이후연구에서 KS통계량이외에도꼬리부분의왜곡

에 더 강건(robust)하게 분포 간 거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계량을 이용해야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한반도 지진 발생확률에서 기간확률의 기간은 ‘시간적 의미’에서 기간이

아니라 ‘지진발생 횟수’의 의미에서 기간을 말한다.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는

계기지진 뿐만 아니라 역사지진도 포함하는데 시대마다 지진 감지능력, 사건

기술의 정밀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횟수의 지진이 미래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함의하는지 알 수가 없다. 특히 역사지진에서 환산규모를 측정하는

데 있어 오류가 발생한다거나, 계기지진에서 전쟁,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 (임진왜란 혹은 1950년대 계기지진기록) 등의 이유로

지진예보에 있어 과거의 데이터 관측 기간이 미래의 예보 기간을 얼마나 장담

하는가를믿을수있는지의문이생긴다.역사지진뿐만아니라현대에작성된

계기지진의경우에도,나진·선봉지역의지진과같이실제로큰규모로발생한

지진이지만 깊은 진원 등 지진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목록에서 누락되는 경우

가 있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인근지역 다른 국가들의 지진기록과의 비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번연구는지진의여러가지특성중하나인지진의규모를척도로지진의

발생빈도가 어떻게 분포하는가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지진의 세기 이외에도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는 지진이 발생하는 공간적·

시간적 패턴을 거의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가지게 되었다. 특히 경주·울

산, 평양 인근, 충청도 지방, 나진·선봉 등 한반도에서 지진이 호발하는 지역이

군집화되어있다는사실은육안으로봐도쉽게확인할수있는데,각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패턴을 구별해 지역마다 멱법칙 분포의 모수가 어떻게 다른

지 비교해보는 연구를 추후 진행해볼 수 있다. 또 지진이 호발하는 일본, 중국

45



등 곽거 지진 목록 데이터와 한반도 지진 목록 데이터를 비교해, 특정 시기에

그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들이 동기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과 같은 시간적

패턴을 가지고 발생하였는지 확인하는 연구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 연구의 목적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반도에서 재앙적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을 추산해 보는 것이다. 결과부분에서 언급했듯이

규모 7.5 이상의 강진이 수십년 내로 한반도에서 발생할 확률은 최소 20% 정

도로 그리 낮은 편이 아니었다. 진도별 발생확률은 직접적으로 사회 인프라

설계시 내진 기준 및 주요 기간시설 보호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재난 안전망 편성, 지진 대비 계획 수립, 재난

대비 예산 구성, 보험 설계 등 지진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는 다른 국가적

규모 대비에서도 주요 기준이 되는 지진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데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더 자세한 보완이 앞으로도 필요하다. 추후 연구

를 통해 한반도 지진과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 확보 및 자료 분석 모형 수정

및 개발을 통해 더 정확한 한반도 지진 발생확률 계산 및 지진 위험도 평가

모형을 제안하여 지진 관련 사전 대책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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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

1.1. R 소스 코드

library(ggplot2)

library(scales)

library(Rcpp)

library(RcppGSL)

require(inline)

### 3.1 Power-law distribution and log-log plot ###

Px <- function(ls, x_min, x_f)

{

ls = na.omit(ls)

ls = ls[ls>=x_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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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in = x_f

a = Vca(ls, xmin, 1000)

alpha = a[1,1]; sd = a[1,2]

a_h = alpha + 1.645 * sd

a_l = alpha - 1.645 * sd

Magnitude <- sort(unique(ls))

Magnitude <- log10(Magnitude)

ECDF <- 1 - c(0,ecdf(ls)(sort(unique(ls))[-length(unique(ls))]))

df <- data.frame(Magnitude, ECDF)

flag <- min(which(Magnitude>=log10(xmin)))

flag_v <- log10(ECDF[flag])

p <- ggplot(data=df, aes(x = Magnitude, y = ECDF)) + geom_point() +

scale_y_log10(breaks = trans_breaks("log10", function(x) 10^x),

labels = trans_format("log10", math_format(10^.x))) +

stat_function(fun=function(x) ((-alpha+1) * (x - log10(xmin)) + flag_v),

geom="line", aes(colour="red"), alpha = 0.9,

xlim=c(log10(xmin), log10(max(ls)))) +

stat_function(fun=function(x) ((-a_l+1) * (x - log10(xmin)) + flag_v ),

geom="line", aes(colour="red"), alpha = 0.9,

xlim=c(log10(xmin), log10(max(ls))), linetype = "dotted") +

stat_function(fun=function(x) ((-a_h+1) * (x - log10(xmin)) + flag_v),

geom="line", aes(colour="red"), alpha = 0.9,

xlim=c(log10(xmin), log10(max(ls))), linetype = "dotted") +

48



theme_bw()

p

}

### 3.2 Estimating Parameters ###

## estimate alpha given x_min in continuous case

fit_alpha_cont <- function(ls, xmin)

{

ls = na.omit(ls)

ls = ls[ls>=xmin]

n = length(ls)

result = 1 + n/sum(log(ls/xmin))

return(result)

}

## estimate alpha given x_min in discrete case

sourceCpp("~/R/earthquake/alpha-estim.cpp")

fit_alpha_discr <- function(ls, xmin)

{

ls = na.omit(ls)

ls = ls[ls>=x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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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length(ls)

result = MLE_alpha(ls, n, xmin)

return(result)

}

## estimate both alpha and xmin in continuous case

fit_param_cont <- function(ls)

{

ls = na.omit(ls)

l <- sort(ls)

lmin <- sort(unique(l))

lmin <- lmin[1:(length(lmin)-1)]

diff <- rep(0,length(lmin))

for( i in 1:length(lmin)){

xmin <- lmin[i]

l <- l[l >= xmin]

n <- length(l)

a <- fit_alpha_cont(l, xmin)

cdf <- c(0:(n-1))/n

edf <- 1-(xmin/l)^a

diff[i] <- max(abs(edf-c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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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min(diff)

D_ls <- which(diff <= D)

if (min(D_ls) != Inf)

min_value <- lmin[ min(which(diff <= D)) ]

else min_value <- lmin[1]

ls <- ls[ls >= min_value]

alpha <- fit_alpha_cont(ls, min_value)

result <- c(alpha, min_value)

return (result)

}

## estimate both alpha and xmin in discrete case

fit_param_discr <- function(ls)

{

ls = na.omit(ls)

l <- sort(ls)

lmin <- sort(unique(l))

lmin <- lmin[1:(length(lmin)-1)]

diff <- rep(0,length(lmin))

for( i in 1:length(lmin)){

xmin <- lmin[i]

l <- l[l >= xmin]

n <- lengt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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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fit_alpha_discr(l, xmin)

cdf <- c(0:(n-1))/n

edf <- 1-(xmin/l)^a

diff[i] <- max(abs(edf-cdf))

}

D <- min(diff)

D_ls <- which(diff <= D)

if (min(D_ls) != Inf)

min_value <- lmin[ min(which(diff <= D)) ]

else min_value <- lmin[1]

ls <- ls[ls >= min_value]

alpha <- fit_alpha_discr_approx(ls, min_value)

result <- c(alpha, min_value)

return (result)

}

### 3.3 Estimating parameters using Bootstrapping ###

## Estimating the variance of the estimated power-law parameters. (continuous case)

## estimate alpha given x_min

Vca <- function(ls, xmin, Bn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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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matrix(0,2,Bnum)

ls = na.omit(ls)

y = ls[ls >= xmin]

N = length(ls)

ny = length(y)

for (i in 1:Bnum)

{

n1 <- sum(runif(N) > xmin)

q1 <- y[sample(ny,n1,replace=TRUE)]

n2 <- N-n1

q2 <- ls[ceiling(n2 * runif(n2,0,1))]

bs <- sort(c(q1,q2)) # Bootstrap sampling

B[1,i] = fit_alpha_cont(bs[bs>=xmin], xmin) # alpha

B[2,i] = length(unique(bs[bs>=xmin])) # length of tail part

}

r = matrix(0,2,2)

for (i in 1:2)

{

r[i,1] = mean(B[i,])

r[i,2] = sd(B[i,])

}

retur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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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timate both alpha and x_min

Vcx <- function(ls, xmin, Bnum)

{

B = matrix(0,4,Bnum)

ls = na.omit(ls)

N = length(ls)

for (i in 1:Bnum)

{

bs = ls[ceiling(N * runif(N,0,1))] # Monte Carlo sample

B[1,i] = fit_alpha_cont(bs[bs>=xmin], xmin) # alpha given x_min

B[2,i] = length(unique(bs[bs>=xmin])) # length of tail part

B[3,i] = fit_param_cont(bs)[1] # alpha

B[4,i] = log10(fit_param_cont(bs)[2]) # x_min

}

r = matrix(0,4,2)

for (i in 1:4)

{

r[i,1] = mean(B[i,])

r[i,2] = sd(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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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r)

}

## Estimate the variance of the estimated power-law parameters. (discrete case)

## estimate alpha given x_min

Vda <- function(ls, xmin, Bnum)

{

B = matrix(0,2,Bnum)

ls = na.omit(ls)

y = ls[ls >= xmin]

N = length(ls)

ny = length(y)

for (i in 1:Bnum)

{

n1 <- sum(runif(N) > xmin)

q1 <- y[sample(ny,n1,replace=TRUE)]

n2 <- N-n1

q2 <- ls[ceiling(n2 * runif(n2,0,1))]

bs <- sort(c(q1,q2)) # Bootstrap sampling

B[1,i] = fit_alpha_discr(bs[bs>=xmin], xmin) #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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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i] = length(unique(bs[bs>=xmin])) # length of tail part

}

r = matrix(0,2,2)

for (i in 1:2)

{

r[i,1] = mean(B[i,])

r[i,2] = sd(B[i,])

}

return(r)

}

## estimate both alpha and x_min

Vdx <- function(ls, xmin, Bnum)

{

B = matrix(0,4,Bnum)

ls = na.omit(ls)

N = length(ls)

for (i in 1:Bnum)

{

bs = ls[ceiling(N * runif(N,0,1))] # Monte Carlo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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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i] = fit_alpha_discr(bs[bs>=xmin], xmin) # alpha given x_min

B[2,i] = length(unique(bs[bs>=xmin])) # length of tail part

B[3,i] = fit_param_discr(bs)[1] # alpha

B[4,i] = log10(fit_param_discr(bs)[2]) # x_min

}

r = matrix(0,4,2)

for (i in 1:4)

{

r[i,1] = mean(B[i,])

r[i,2] = sd(B[i,])

}

return(r)

}

### 3.4 Goodness-of-fit test and p-value ###

## evaluate p-value in continuous case

pvalc <- function(ls, xmin, Bnum)

{

B = matrix(0,3,Bnum)

ls = na.omit(ls)

N = length(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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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ls[ls>=xmin]; nx <- length(x)

y <- ls[ls<xmin]; ny <- length(y)

alpha <- fit_alpha_cont(x, xmin)

cdf <- (0:(nx-1))/nx

edf <- 1-(xmin/sort(x))^(alpha-1)

gof <- max(abs(cdf-edf)) # KS estimator of EDF

px <- nx/N

for (i in 1:Bnum)

{

n1 <- sum(runif(N)>px)

q1 <- y[sample(ny,n1,replace=TRUE)] # lower part of synthetic distr.

n2 <- N-n1

q2 <- xmin*(1-runif(n2))^(-1/(alpha-1)) # upper part of synthetic distr.

q <- sort(c(q1,q2))

nq <- length(q)

param <- fit_param_cont(q)

a_b = param[1]

xmin_b = param[2]

B[1,i] = a_b

B[2,i] = xmin_b

q3 <- q[q>=xmin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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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b2 <- fit_alpha_cont(q3, xmin_b)

n3 <- length(q3)

cdf_b <- (0:(n3-1))/n3

edf_b <- 1-(xmin_b/sort(q3))^(a_b2-1)

B[3,i] <- max(abs(cdf_b-edf_b)) # KS estimator of synthetic distr.

}

r = matrix(0,3,2)

r[1,1] = mean(B[1,]); r[1,2] = sd(B[1,])

r[2,1] = mean(log10(B[2,])); r[2,2] = sd(log10(B[2,]))

pval = sum(B[3,]>=gof) / length(B[3,]) # one-side test p-value

r[3,1] = gof; r[3,2] = pval

return(r)

}

## evaluate p-value in discrete case

pvald <- function(ls, xmin, Bnum)

{

B = matrix(0,3,Bnum)

ls = na.omit(ls)

N = length(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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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ls[ls>=xmin]; nx <- length(x)

y <- ls[ls<xmin]; ny <- length(y)

alpha <- fit_alpha_discr(x, xmin)

cdf <- (0:(nx-1))/nx

edf <- 1-(xmin/sort(x))^(alpha-1)

gof <- max(abs(cdf-edf)) # KS estimator of EDF

px <- nx/N

for (i in 1:Bnum)

{

n1 <- sum(runif(N)>px)

q1 <- y[sample(ny,n1,replace=TRUE)] # lower part of synthetic distr.

n2 <- N-n1

q2 <- xmin*(1-runif(n2))^(-1/(alpha-1)) # upper part of synthetic distr.

q <- sort(c(q1,q2))

nq <- length(q)

param <- fit_param_discr(q)

a_b = param[1]

xmin_b = param[2]

B[1,i] = a_b

B[2,i] = xmin_b

q3 <- q[q>=xmin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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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b2 <- fit_alpha_discr(q3, xmin_b)

n3 <- length(q3)

cdf_b <- (0:(n3-1))/n3

edf_b <- 1-(xmin_b/sort(q3))^(a_b2-1)

B[3,i] <- max(abs(cdf_b-edf_b)) # KS estimator of synthetic distr.

}

r = matrix(0,3,2)

r[1,1] = mean(B[1,]); r[1,2] = sd(B[1,])

r[2,1] = mean(log10(B[2,])); r[2,2] = sd(log10(B[2,]))

pval = sum(B[3,]>=gof) / length(B[3,]) # one-side test p-value

r[3,1] = gof; r[3,2] = pval

return(r)

}

### 3.5 Calculate forecasting probabilities ###

## calculate forecasting probabilities when x_min is given

Proba <- function(ls, xmin, Bnum, fatal)

{

B = matrix(0,3,Bnum)

ls = na.omit(ls)

N = length(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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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 in 1:Bnum)

{

bs = ls[ceiling(N * runif(N,0,1))]

alpha = fit_alpha_cont(bs[bs>=xmin], xmin)

qx = (fatal/xmin)^(-alpha+1) # q(x)

p_hat = 1 - exp( - N * qx) # hat(p)

B[1,i] = qx

B[2,i] = p_hat

B[3,i] = alpha

}

r = matrix(0,3,2)

for (i in 1:3)

{

r[i,1] = mean(B[i,])

r[i,2] = sd(B[i,])

}

return(r)

}

## calculate forecasting probabilities estimating both alpha and x_min

Probx <- function(ls, Bnum, fa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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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matrix(0,4,Bnum)

ls = na.omit(ls)

N = length(ls)

for (i in 1:Bnum)

{

bs = ls[ceiling(N * runif(N,0,1))]

alpha = fit_param_cont(bs)[1]

xmin = fit_param_cont(bs)[2]

if (fatal/xmin >= 1 ) qx = (fatal/xmin)^(-alpha+1) # q(x)

p_hat = 1 - exp( - N * qx) # hap(p)

B[1,i] = qx

B[2,i] = p_hat

B[3,i] = alpha

B[4,i] = log10(xmin)

}

r = matrix(0,4,2)

for (i in 1:4)

{

r[i,1] = mean(B[i,])

r[i,2] = sd(B[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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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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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Rgsl 소스 코드

#include <gsl/gsl_sf.h>

#include <gsl/gsl_integration.h>

#include <gsl/gsl_errno.h>

#include <gsl/gsl_math.h>

#include <gsl/gsl_min.h>

#include <math.h>

#include <RcppGSL.h>

// [[Rcpp::depends("RcppGSL")]]

struct f_params { double s; double a; double n; };

double f (double x, void * p) {

struct f_params * params = (struct f_params *)p;

double s = (params->s);

double a = (params->a);

double n = (params->n);

double f_result = pow(x,a + n - 1.) * pow(1. + x, n) * pow(- log(x), s-1.) / (1.-x);

return f_result;

}

double Hzeta(double s, double a, double n) {

// Hurwitz zeta algorithm by Mark W. Coffe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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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Computation and Applied Math.

// 1. Quadratic Adaptive Integration to get the value of l_n(s,a)

double w_space = 10000;

gsl_function F;

struct f_params params = { s, a, n };

F.function = &f;

F.params = &params;

gsl_integration_workspace * w = gsl_integration_workspace_alloc (w_space);

double result, error;

gsl_integration_qags (&F, 0, 1, 0, 1e-7, 10000, w, &result, &error);

gsl_integration_workspace_free (w);

// 2. Compute the value of zeta(s,a)

double pn_1 = pow(2., n);

double gamma_s = gsl_sf_gamma(s);

double sum = 0.;

double cj;

for (int i = 0; i < n; i++)

{

cj = - pn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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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 cj / pow(i + a, s);

}

sum = sum / (- pn_1);

sum = sum + result / pn_1 / gamma_s;

error = error /pn_1 / gamma_s;

return sum;

}

struct l_params { double n; double xmin; double logsum; };

double l(double alpha, void * p) {

struct l_params * params = (struct l_params *)p;

double n = (params->n);

double xmin = (params->xmin);

double logsum = (params->logsum);

double l_result = n * log( Hzeta(alpha, xmin, 1000) ) + alpha * logsum;

return l_result;

}

// [[Rcpp::export]]

double MLE_alpha(SEXP r_list, SEXP xn, SEXP xxmin) {

Rcpp::NumericVector ls(r_list);

double n = Rcpp::as<double>(xn);

double xmin = Rcpp::as<double>(xx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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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logsum = 0.0;

for(int i = 0; i < n; i++)

logsum += log(ls[i]);

int status;

int iter = 0, max_iter = 100;

const gsl_min_fminimizer_type *T;

gsl_min_fminimizer *s;

double m = 2.0;

double a = 1.01, b = 10.0;

gsl_function F;

struct l_params params = { n, xmin, logsum };

F.function = &l;

F.params = &params;

T = gsl_min_fminimizer_brent;

s = gsl_min_fminimizer_alloc (T);

gsl_min_fminimizer_set (s, &F, m, a, b);

do

{

iter++;

status = gsl_min_fminimizer_iterate (s);

m = gsl_min_fminimizer_x_minimum (s);

a = gsl_min_fminimizer_x_lowe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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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gsl_min_fminimizer_x_upper (s);

status = gsl_min_test_interval (a, b, 0.001, 0.0);

} while (status == GSL_CONTINUE && iter < max_iter);

gsl_min_fminimizer_free (s);

return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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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ing concerns are gathered on earthquake in the Korea Peninsula af-

ter a remarkable earthquake incident in September 2016 in Gyeongju, South

Korea. To guarantee the safeness of our infrastructures and develop policies

to protect them, forecasting future earthquake occurence is gaining in its

importance. In this article, we adopted the Power-law distribution model to

explain the past earthquake occurence in the Korea Peninsula using various

historical and modern seismological records. We estimated the parameters of

the Power-law distribution using the empirical distributions, and calculated

the future probabilities of large earthquake events from these parameters.

These probabilities contain the probability that a future event has a larger

magnitude than certain levels, and the probability that a future event over

certain levels will occur in given period of time. With this model, our goal is

to contribute to assess latent seismological risk in Korea by estimating the

probabilities of earthquake occurence in future.

Keywords : Korean earthquake records, Historical earthquake records,

Power-law distribution, Forecasting of future earthquak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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