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023년 1월 9일 01시 28분 규모 3.7 강화 해역 지진

지진 분석서

- 2023.1.9, 지진화산국 -

※ 항목별 용어설명 자료(참고)는 홈페이지 내 도움말 활용

  2023년 1월 9일 01시 28분 인천 강화군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발생 깊이 19km)

이 발생하였다. 강화군 교동관측소(GDS5)에서 약 4초 만에 관측되었고, 최초관측 9초 

후 지진속보가 발표되었다. 긴급재난문자방송은 지진속보의 추정규모와 위치를 기반

으로 진앙반경 80km 이내인 인천, 경기, 서울에 송출되었다. 

  이번 지진은 인천 지역에서 최대계기진도 Ⅳ, 경기 지역 Ⅲ, 서울 지역 Ⅱ가 기록

되었고, 체감신고는 03시 00분 기준 총 104건(서울 33건, 인천 25건, 경기 45, 강원 1건)이 

있었다. 이 지진은 1978년 계기관측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 기준으로 

81위에 해당한다.

 지진발생 현황 

발생시각 2023년 1월 9일 01시 28분 15초

위치(불확도)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
위도: 37.742  경도: 126.196°E(±2.42km)

규모(불확도) 3.7 ML (± 0.27) 깊이 19 km

진도
최대계기진도 Ⅳ(인천), Ⅲ(경기), Ⅱ(서울) 
최대지반가속도  관측소 교동(GODA) PGA(%g) 0.668

진도분포도 최대지반가속도 분포도

☞관측소별 최대지반가속도(진도II 이상,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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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발생 원인(메커니즘)

진앙지 주변 지질구조도 단층운동 분석결과

※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1/25만 지질도)

단층운동 분석  주향이동단층

주향, 경사, 이동방향
(11°, 78°, 148°) / (109°, 59°, 15°)
주향은 북북동-남남서 또는 동남동-서북서

모멘트/규모 2.30×1021 dyne-cm / 3.5 Mw
분석신뢰도 53.9%
 본 지진은 북북동-남남서 또는 동남동-서북서 방향의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발

생된 것으로 분석됨.

단층면1
주향 경사 이동방향
11° 78° 148°

단층면2
주향 경사 이동방향
109° 5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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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발생 통계 (’23.1.9 04:00 기준)

진앙지 반경 50km 이내 발생 지진(1978년 이후, 이번 지진 포함)

규모 2.0≤ML<3.0 3.0≤ML<4.0 4.0≤ML<5.0 5.0≤ML<6.0 합계

횟수 27 5 0 0 32

- 최근 발생 지진 : 2021년 2월 10일 (규모 2.1)

이번 지진의 진앙반경 50km 이내 규모 3.0 이상(1978～현재)

연번 발생시각 규모
(ML)

깊이
(km)

위도
(°N)

경도
(°E) 발생위치

1 2023-01-09 
01:28:15 3.7 19 37.74 126.20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

2 1989-06-20 
15:28:10 3.2 - 38.10 126.20 북한 황해북도 평산 남남서쪽 31km 지역

3 1989-05-22 
14:59:20 3.2 -　 37.80 125.80 북한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북동쪽 17km 해역

4 1989-03-29 
15:00:59 3.1 - 37.90 125.90 북한 황해남도 해주 남동쪽 23km 지역

5 2009-04-02 
20:28:00 3.0 - 37.60 125.95 인천 강화군 서남서쪽 50km 해역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순위(규모 2.0 이상)

순위 발생시각 규모
(ML)

깊이
(km)

위도
(°N)

경도
(°E) 발생위치

1 2023-01-09 
01:28:15 3.7 19 37.74 126.20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

2 2023-01-07 
05:16:03 2.2 14 34.56 124.95 전남 신안군 흑산도 서남서쪽 45km 해역

3 2023-01-07 
05:12:17 2.4 14 34.52 124.90 전남 신안군 흑산도 서남서쪽 50km 해역

4 2023-01-05
00:28:05 2.4 24 33.38 127.23 제주 서귀포시 동북동쪽 64km 해역

- 금일 발생 지진은 2023년도 한반도 발생 지진 규모 1위에 해당함

지진발생현황
(규모 2.0 이상)

올해 진앙분포도
(규모 2.0 이상)

누적 진앙분포도
(규모 2.0 이상)

(반경 50km, 1978∼현재) (2023.1.1∼현재) (1978∼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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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파 분석

관측소 지진파형 지진분석관측소 분포도

이번 지진은 규모 3.7로 약 350km 거리의

관측소까지 P파 및 S파의 전파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

지진분석에 사용된 관측소 현황( )

분석에 사용된 관측소 현황

번호 관측소 코드 종류 위도(˚N) 경도(˚E) 진앙거리
(km)

P파관측시각
(초)

1 강화교동 GDS5 광대역 37.7753 126.2284 4.9 3.76

2 교동 GODA 가속도 37.7895 126.2916 10.2 4.05

3 강화 GH2B 광대역 37.7077 126.4464 22.7 5.43

4 영종도 YJD3 가속도 37.4990 126.5494 41.5 8.12

5 김포 GMPB 가속도 37.6420 126.6755 44.0 8.39

6 연평도(지자연) YPD 가속도 37.6615 125.699 44.4 8.57

7 인천 INCA 가속도 37.4778 126.624 48.1 9.05

8 문산 MUS2 단주기 37.8855 126.7656 52.9 9.65

9 덕적도 DEI2 가속도 37.2558 126.1049 54.5 10.21

10 강서구 GSGA 가속도 37.5516 126.8444 61.3 11.11

11 광탄 GGTA 가속도 37.7686 126.8991 62.3 11.26

12 시흥 ISHB 광대역 37.3488 126.7039 62.8 11.23

13 서울 SEO3 가속도 37.4939 126.9171 69.6 12.45

14 종로구 SODA 가속도 37.5714 126.9661 70.8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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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최대지반가속도(PGA) 및 최대지반속도(PGV)

                                                             ※ PGA 0.07%g 이상 

번호 관측소 코드 종류 위도(˚N) 경도(˚E) 진앙거리
(km)

P파관측시각
(초)

15 연천 YC2B 광대역 38.0399 126.9258 72.5 12.58

16 서울대(지자연) SNU 광대역 37.4536 126.9545 74.5 13.25

17 동두천 DDCA 가속도 37.9021 127.0610 78.5 13.71

18 난지도 NJDA 가속도 37.0503 126.4221 79.4 14.05

19 중랑구 JURA 가속도 37.6147 127.0868 80.1 14.2

20 의정부 UJBA 가속도 37.7548 127.1064 80.6 14.14

21 연천음파 YCS4 광대역 38.1164 126.9864 81.2 13.79

22 포천(지자연) PCH 가속도 37.9645 127.1320 86.3 14.83

23 수원 SWO2 가속도 37.2808 126.9823 86.6 15.06

24 화성 HAWB 광대역 37.0844 126.7740 89.3 15.58

25 성남 SGNA 가속도 37.4462 127.1831 93.4 16.24

26 상면 SGMA 가속도 37.8280 127.2880 97.0 16.61

27 철원(지자연) CHNB 광대역 38.2710 127.1211 100.5 16.85

28 대청도 DDCB 광대역 37.8317 124.7068 131.2 20.72

29 백령도 BAR2 광대역 37.9771 124.7142 132.7 21.18

지진관측소 PGA
(단위:%g)

PGV
(단위:cm/sec)관측소명 위도 경도

교동 37.790 126.292 0.668 -

영종도 37.499 126.549 0.665 -

강화 37.708 126.446 0.620 0.047

문산 37.886 126.766 0.380 -

덕적도 37.256 126.105 0.270 0.040

수원 37.281 126.982 0.214 -

서울 37.494 126.917 0.080 0.022

김포 37.642 126.676 0.07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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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별 설명자료

 지진발생 현황

발생시각: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에너지가 방출된 최초 시간으로 진원시라고도 함

위치: 지진 에너지가 방출된 최초 지역(진원)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지표 위의 지점으로 

진앙(위·경도)을 달리 표현함

 - 국내지진(지역지진)의 발생위치 및 지진명은 기초 지자체(시·군·구) 행정청을 기준으로 

부여하며,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역지진 기준인 지자체 또는 10개 주요 섬* 중 가까운 

곳을 기준으로 삼음  

*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연평도, 서격렬비도, 어청도, 흑산도, 거문도, 독도, 이어도

규모: 지진 발생 시 방출되는 절대적인 에너지 총량에 대한 정량적인 크기로 지진관측소에 

기록된 지진파를 이용하여 추정됨. 기상청은 국내 관측소 특성을 적용하여 개발된 

국지지진규모식(신동훈 외, 2018)을 적용하여 국내지진 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로 구분함 

규모는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까지 제공되며, 단위는 없음

 - 지진의 불확도(uncertainty)는 지진분석에 사용된 관측소들의 환경, 지각 내 지진파의 

속도구조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등에 의해 발생되는 불확실성의 정도를 표현함. 위치 

불확도는 타원으로 표현되며 그 타원의 장·단축 길이를 위치 불확실성으로 정의하며 

km 단위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제공함. 규모 불확도는 위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확도 

및 각 관측소의 규모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등이 포함됨 

깊이: 지진이 발생한 지하에서 지표까지의 수직 거리

최대지반가속도(PGA): 지진계 중 강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지반의 

운동을 측정한 것. 단위는 중력가속도(g=9.81m/sec2)의 백분율인 %g로 표시됨

진도: 지진파는 지반을 통과하면서 파의 감쇠가 발생하여 지진발생 위치에서 멀어질수록 

진동의 세기가 약해지는데, 각 위치에 따라 상대적인 진동의 세기를 표현하기 위해 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한 것. 이 등급은 사람들의 느낌이나 주변의 물체 또는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를 

표현한 것으로 기상청은 수정메르칼리 진도(MMI)를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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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설   명
최대지반가속도( PGA1) )

최대지반속도( PGV2) )

Ⅰ 대부분 사람들은 느낄 수 없으나, 지진계에는 기록된다.
        %g < 0.07

  V < 0.03

Ⅱ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낀다.
매달린 물체가 약하게 흔들린다.

0.07 ≤ %g < 0.23

0.03 ≤ V < 0.07

Ⅲ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린다.

0.23 ≤ %g < 0.76

0.07 ≤ V < 0.19

Ⅳ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린다.

0.76 ≤ %g < 2.56

0.19 ≤ V < 0.54

Ⅴ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진다.

2.56 ≤ %g < 6.86

0.54 ≤ V < 1.46

Ⅵ
모든 사람이 느끼고, 일부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며, 벽의 
석회가 떨어지기도 한다.

6.86 ≤ %g < 14.73

1.46 ≤ V < 3.70

Ⅶ
일반 건물에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며, 부실한 건물에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

14.73 ≤ %g < 31.66

3.70 ≤ V < 9.39

Ⅷ
일반 건물에 부분적 붕괴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부실한 
건물에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31.66 ≤ %g < 68.01

9.39 ≤ V < 23.85

Ⅸ
잘 설계된 건물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일반 건축물에는 
붕괴 등 큰 피해가 발생한다.

68.01 ≤ %g < 146.14

23.85 ≤ V < 60.61

Ⅹ 대부분의 석조 및 골조 건물이 파괴되고, 기차선로가 휘어진다.
146.14 ≤ %g < 314

60.6 ≤ V < 154

Ⅺ 남아있는 구조물이 거의 없으며, 다리가 무너지고, 기차
선로가 심각하게 휘어진다.

314 ≤ %g

Ⅻ 모든 것이 피해를 입고, 지표면이 심각하게 뒤틀리며, 물체가 
공중으로 튀어 오른다.

154 ≤ V

※ 진도등급 체계 및 현상은 「수정메르칼리 진도등급(MMI)」에 기반함
※ 한반도 지진관측 자료를 활용한 진도등급 분류 기준 적용(기상청, 2018.11.28.)
1) PGA : Peak Ground Acceleration, 단위 : %g (%g=9.81cm/sec²)

2) PGV : Peak Ground Velocity, 단위 : cm/sec

  - 예상진도:  지진파 감쇠 등과 같은 여러 조건을 적용한 수치적인 계산으로 추정한 값으로 

해당 지역에 예상되는 진동의 세기를 의미함

  - 계기진도: 지진관측소에 기록된 지반가속도를 수정메르칼리 진도로 환산한 것으로 

최대진도는 해당지진의 기간 동안의 최대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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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분포도: 지진 발생 위치로부터 지역별 최대진도의 분포를 표현한 것으로 지반의 속도값 

및 가속도값을 기초로 미국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의 진동분포도(ShakeMap)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생성됨. 미국지질조사국의 ShakeMap 프로그램은 지진관측소 

부지보정, 지진동-진도변환식(GMICE), 지진동모델(GMPE) 등의 알고리즘을 포함함.

           

지진관측소 부지보정
지진동예측모델 적용
자료보간으로 격자화(0.05°간격)
Vs30 map 기반의 지표상태의 지진동 변환
지반운동-진도 변환

관측값(상) 기반 ShakeMap 진도정보 보정과정(하) 계기진도분포도

계기진도분포도 생성과정

 지진발생 원인(메커니즘)

지체구조도: 야외조사를 통해 증명된 암석과 단층, 구조선 등의 분포를 나타낸 것. 특히 

단층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진은 단층의 유무가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선행된 단층조

사결과가 필수적임. 그러나 단층이 지표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많은 연구가 

필요함 (지체구조도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단층면해(fault plane solution) 또는 발진기구(focal mechanism): 단층의 움직임을 2차원 

원형으로 투영하여 기하학적인 형태로 구현한 것. 이 때 단층면의 양쪽 방향에 전단응력이 

한 쌍의 짝힘 형태로 작용해야 한다는 이중짝힘 개념을 통해 지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 단층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조 단층면으로 표현됨. 단층면해 분석은 지진이 

단층운동의 결과로 발생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지진을 유발시킨 단층의 주향, 경사, 이동방향 

등을 관측 자료로부터 구하는 방법임. 이를 통해 단층 운동을 쉽게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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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층면해 분석결과(예시)

지진
관측소 진앙거리    방위각    최대진폭        분석신뢰
도

단층면해 분석결과

이를 통해 단층의 종류, 
단층운동을 추정

지진파의 이론적 특성과 
관측파형과의 비교
(실선: 관측파형, 점선 : 

이론파형)

- CHC2: 춘천지진관측소
  DGY2: 대관령지진관측소
- 지진관측소의 진앙거리, 최대

진폭 및 분석신뢰도 

 단층면해 분석결과로부터 단층의 움직임(주향, 경사, 이동방향 또는 미끌림각) 및 그 움직임의 

세기(모멘트)를 추정할 수 있음

 - 주향(strike): 진북을 기준으로 단층의 방향이 향하는 곳의 방위

 - 경사(dip): 수평면을 기준으로 단층면이 기울어진 각도

 - 이동방향(rake): 단층면 이동시 단층면의 상반(Hanging wall)이 움직인 방향으로 미끌림각 

또는 면선각이라 함

 - 지진모멘트( ): 지진발생동안 변형되는 에너지의 총량을 측정한 것 

     지진모멘트 = 강성률×단층변위의 길이×단층의 면적 

 - 모멘트 규모( ): 지진모멘트로부터 추정된 지진규모 

 - 분석신뢰도(Variance Reduction): 관측파형과 이론파형의 일치정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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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발생 통계

진앙지 주변*의 지진발생 현황: 1978년 이후 진앙 주변의 지진발생 현황을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

* 지진규모에 따라, 반경 30km(지역 3.5이상, 해역 4.0이상) 또는 반경 50km(규모 5.0이상) 구분

올해 한반도 지진 발생 순위, 1978년 이후 지진 발생 순위, 남한(북한) 또는 지역(해역) 지진 

순위 등 상황에 따라 결정

 지진파 분석

지진파형: 지진관측소에 기록된 지진파형을 지진발생 위치로부터 거리 순으로 제공(최초 

관측소, 지진파 도착순서 등)

지진관측소 분포도: 지진분석에 사용된 지진관측소( ) 및 단층운동 분석에 사용된 

지진관측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