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리탐사 Mulli-Tamsa

Vol. 10, No. 4, 2007, p. 241~251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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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격적인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내륙 지진으로 기록된 오대산지진의 관측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점지진원

스펙트럼 모델의 지진원 크기 및 오차의 공간적인 특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지진원 스펙트럼을 추정하기 위해, 최근까지

국내에 축적된 지진자료를 기반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추정된 추계학적 지진동모델(Boore, 2003)의 지진파 전달, 부지특

성(연관희, 2007)을 이용하여 관측 자료를 보정하였다. 추정된 오대산지진의 지진원 스펙트럼을 1-fc(1개의 코너주파수)

Brune의 ω 2 지진원모델에 적합한 결과, 기존에 제시된 지진규모-응력강하량 대표모델(연관희 등, 2006)에 의해 잘 예측되

었으며, 오대산지진의 지진원 스펙트럼은 최근까지 한반도 인근에서 발생한 중규모 이상의 지진원 스펙트럼으로부터 추

정된 2-fc(2개의 코너주파수)의 경험적인 지진원모델에 보다 잘 부합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무작위 잡음으로 취급되는

점지진원 지진파 스펙트럼 모델링 오차에 대해 방위각에 따른 방향성과 지역별 전달특성을 평가한 결과, 오차가 완전한

무작위 특성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델링 오차의 방향성은 이론적으로 추정된 방사패턴과도 매우 유사한

관측된 방사패턴을 나타내었으며, 지역별로는 지질학적인 경계 혹은 지진파전달의 불연속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주파수별로 상이한 공간적인 분포 특성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오대산지진, 지진원 스펙트럼, 방사패턴, 추계학적 지진동모델

Abstract: The observed spectra from Odaesan earthquake were fitted to a point-source spectral model to evaluate the

source spectrum and spatial features of the modelling error. The source spectrum was calculated by removing from the

observed spectra the path and site dependent responses (Yun, 2007) that were previously revealed through an inversion

process applied to a large accumulated spectral dataset. The stress drop parameter of one-corner Brune's ω 2 source model

fitted to the estimated source spectrum was well predicted by the scaling relation between magnitude and stress drop

developed by Yun et al. (2006). In particular, the estimated spectrum was quite comparable to the two-corner source

model that was empirically developed for recent moderate earthquakes occurring around the Korean Peninsula, which

indicates that Odaesan earthquake is one of typical moderate earthquakes representative of Korean Peninsula. Other

features of the observed spectra from Odaesan earthquake were also evaluated based on the commonly treated random

error between the observed data and the estimated point-source spectral model. Radiation pattern of the error according

to azimuth angle was found to be similar to the theoretical estimate. It was also observed that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errors was correlated with the geological map and the Q0 map which are indicatives of seismic boundaries.

Keywords: Odaesan earthquake, source spectrum, radiation pattern, stochastic point-source ground-motion model

서 론

한반도는 지진과 관련된 역사문헌 상에서도 확인되듯이 지

진피해를 유발하는 강진의 발생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

는 지역으로, 지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뢰

성 있는 지진재해지도(seismic hazard map) 작성이 시급하다.

반면 국내는 지진학적으로 강진 관측기록이 전무한 중·저 지

진활동성(moderate-to-low seismicity)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재해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큰 규모 지진에 대한 지

진동 평가, 즉 강지진동 평가에 많은 불확실성이 수반되고 있

다. 중·저 지진활동성 지역에서 강지진동 특성을 추정하기 위

해서는 중규모 지진의 관측 특성을 외삽하는 방법이 일반적으

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때 강지진동 평가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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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발생빈도가 낮은 중규모 지진에 대한 정밀 특

성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전국적으로 조밀한 지진관측이 시작된 1999년 이래 처

음으로 2007년 1월에 한반도 내륙지역인 오대산 인근에서 중

규모 지진(이하 ‘오대산지진’)이 발생하였다(Table 1 참조). 이

지진으로 인해, 향후 강지진동 추정 시 기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많은 수의 지진자료가 국내 지진관측망에 계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오대산지진 관측자료의 스펙트럼 특성에 대한 지

진학적인 해석을 통해 국내 강지진동 특성을 간접적으로 유추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진원, 지진파 전달, 부지특성 모델의 선형시스

템 조합 결과인 오대산지진 관측자료의 S파 시간구간에 대한

수평성분 푸리에스펙트럼으로부터 지진파감쇠특성, 부지특성

의 이론적인 스펙트럼모델을 제거하여 점지진원 스펙트럼

(apparent point source spectrum)을 일차적으로 추정하였다. 지

진원 스펙트럼을 추정하는 목적은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최근

까지 발생한 중규모 이상의 지진 및 미국 지역의 지진원 특성

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내진설계에 필요한 강지진동 평가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단순화된 점지진원 스

펙트럼 모델에는 반영되지 않은 방사패턴(radiation pattern) 및

지역별 불균질 전달특성 등을 지진원-전달-부지 특성을 제거

한 무작위성 관측오차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아울러 강지진동

모사와 관련된 불확실성 저감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론

점지진원 지진파 스펙트럼 모델

오대산지진에 대해 국내 지진관측소 i에서 계측된 기록의

로그 푸리에 스펙트럼 OBS는 (1)식과 같이 지진원(SRC), 감

쇠(ATT), 부지(SITE) 특성의 로그 및 오차항(ERR)의 합으로

표현된다. 이때 SRC( f )는 가상의 진원거리 1 km 지점에서의

점지진원 스펙트럼(apparent source spectrum)으로 근사된다.

OBSi( f ) = SRCi( f ) + ATTi( f ) + SITEi( f ) + ERRi( f ) (1)

본 연구에서는 (1)식의 감쇠특성 ATTi를, 비매개변수법

(nonparametric method)으로 추정한 스펙트럼 감쇠결과로부터

도출된 거리-주파수별로 변하는 경험적인 기하학적 감쇠모델

(=GEOemp(Ri,f ))과 한반도 남부지역에 대하여 약 0.4o 격자크

기별로 서로 다른 Q 값을 갖는 비탄성 감쇠모델의 조합으로

(2)식과 같이 표현하였다(연관희, 2007). 일반적인 기하학적 감

쇠모델은 로그-로그영역 상에서 거리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

하며 주파수와 무관한 단순화된 2 ~ 3개의 직선연결모델(linear

hinged model)로 표현된다. (2)식에 따르면 관측자료 별로 파

선경로 상의 격자별 Qi (=Q0if
ηi) 및 파선의 격자통과 길이

Ri에 따라 서로 다른 ATTi가 고려된다. 이때 β는 파선 상의

횡파 속도로 지역별로 동일한 값을 가정하였다.

ATTi( f ) = · log(e) + GEOemp(Ri, f ) (2)

(1)식의 관측소 부지특성 SITEi는 지반을 포함한 지각내의

지층간 탄성임피던스 차이로 인한 탄성증폭특성(A( f ))과 고주

파 감쇠상수인 κ0를 파라미터로 하는 지수함수로 표현되는 천

부지각구조(지하 1 ~ 2 km)에 의한 비탄성 감쇠(Anderson and

Hough, 1984)의 조합으로 (3)식과 같이 모델링 된다.

SITEi( f ) = log(Ai( f )) −π · f · κ0i · log(e) (3)

개별적인 지진관측자료 스펙트럼으로부터 전달특성(ATTi)과

부지특성(SITEi)을 제거할 경우, (1)식에 의해 지진원 스펙트럼

을 계산할 수 있고, 특정 지진에 대한 다수의 국내 지진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적인 지진원 스펙트럼인 를 (4)식

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f ) = SRCi( f )/N (N =관측자료의 수) (4)

일반적으로 (1)식의 지진파 스펙트럼 모델링 오차 ERR( f )

는 지진원-전달-부지특성이 제거된 무작위 오차로 취급되는데,

ERR( f )의 표준편차는 지진파 스펙트럼 모델의 불확실성을 평

가하는 정량적인 지표로 사용된다. 한반도 남부 전체에 대해

동일한 Q 모델을 적용하여 얻어진 ERR( f )의 표준편차는 0.23

으로 계산된 바 있다(연관희, 2007). 본 연구에서는 ERR( f )를

무작위 오차로 취급하지 않고 (5)식처럼 관측소 위치 Xi에 따

른 공간의 함수로 가정하였다. 

ERRj( f, Xi) = RAD( f, ϕj(Xi)) + ε ( f, Xi) (5)

(5)식에서 RAD( f, ϕj(Xi))는 관측소의 방위각 ϕj에 따른 오

차의 크기 변화를 나타내는 방사패턴을 나타내며, ε( f, Xi)는

방사패턴 이외의 지구과학적으로 의미있는 공간적인 분포특성

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점지진원 지진파 스펙

트럼 모델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방사패턴을 (5)식과 같이 별도

로 모델링하고, 오대산지진 관측자료의 스펙트럼 모델링 오차

로부터 추정된 RAD( f, ϕj(Xi))와 ε( f, Xi) 각각의 항에 대한 해

석을 수행하였다. 만약 RAD(·)항이 무작위 오차가 아닌 의미

πfRi–

βQi

-------------
⎝ ⎠
⎛ ⎞

SRC

SRC  

i 1=

N

∑

Table 1. Basic source parameters reported for Odaesan Earthquake.

지진발생 일자 시/분/초(KST) 국지 규모 진앙지 깊이 비 고

2007.01.20 20:56:53.6 4.8 128.5841oE 37.6889oN 13.1 km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발표

KST: Korea Standar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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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항으로 해석되면, RAD(·)를 보정한 후의 모델링 오차

ε (·)가 ERR(·)의 모델링 오차보다 낮아지는 지진동평가의 불확

실성 저감을 예상할 수 있다. 

지진원 스펙트럼 추정

(4)식의 평균 지진원 스펙트럼 는 관측자료로부터 파

선경로에 따른 서로 다른 전달특성과 부지특성을 제거한 후

평균을 취함으로서 계산할 수 있다. 오대산지진의 지진원 스펙

트럼 ( f )를 추정하기 위해 지진관측소에서 계측된 3성분

자료 중 S파 시간구간에 대한 수평성분 푸리에 스펙트럼의 벡

터합을 계산하고, 관측소별로 전달특성(ATTi) 및 부지특성

(SITEi)을 보정하였다. Fig. 1은 오대산지진의 진앙지 및 지진

발생시 지진자료가 계측된 114개 관측소의 위치 및 ID (연관희,

2007)를 나타낸다. 보정에 사용된 국내 지진관측소의 부지특성

으로는 지진파 스펙트럼의 수평/수직비(H/V) 및 추계학적 지

진동모델(Boore, 2003) 파라미터 역산의 잔차를 기반으로 하

여 도출된 연관희(2007)의 결과가 이용되었다. Fig. 2, 3은 각

각 관측스펙트럼 보정에 사용된 ATTi( f )와 SITEi( f )의 대표적

인 예를 나타낸다. Fig. 4는 평균 지진원 스펙트럼인 ( f )

추정결과로서 오대산지진에 대한 점지진원 스펙트럼 추정과

관련된 불확실성 통계치는 주파수 1 ~ 20 Hz에 대해 로그표준

편차 = 0.2로 나타났으며, 추정 모델에 대한 단일 코너주파수

(1−fc)의 Brune의 ω2 지진원모델(Brune, 1970, 1971) 최적 적

합결과는 모멘트 규모= 4.72, 응력강하량= 137 bar로 계산되

었다. 

한편 상기 규모에 대한 Brune의 응력강하량 결과는 Fig. 5

의 실선(SD2)과 같이 이전 연구에서 제시한 국내 지진의

Brune의 응력강하량 대표모델(연관희 등, 2006)과도 잘 일치한

다. 이전에 제시된 응력강하량 모델 SD2 는 국내에서 발생한

3.5 이상의 지진에 대한 지진모멘트와 코너주파수의 경험적인

관계식(log(Mo(N·m)) = 16.86 − 3.19 × log( fc(Hz)))으로부터 도

출된 바 있다.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중규모 이상의 지진특성과의

보다 세부적인 비교평가를 위해 Table 2 및 Fig. 6의 Mw=

3.9 ~ 6.6 범위의 지진에 대한 지진원 스펙트럼 추정결과를 (6)

식의 지진원 스펙트럼 모델함수에 적합시켰다. (6)식은 2개의

코너주파수(2 − fc)를 갖는 지진원모델로서 미국의 중동부 및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강지진동 모사를 위해 경험적인 모델이

개발되어 있다(Atkinson, 1993; Atkinson and Silva, 2000).

Table 2의 ① ~⑦의 지진원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오대산지진

과 동일한 과정으로 지진원 스펙트럼을 추정하고, 지진 ⑧, ⑨

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결과(연관희 등, 2005a; 연관희 등,

SRC

SRC

SRC

Fig. 1. Epicenter (★) of Odaesan Earthquake and locations (+) of
recorded stations with their IDs.

Fig. 2. Frequency-dependent spectral attenuation in distance (R)

along the wave path to each seismic station triggered by Odaesan

Earthquake. The path-specific attenuation term ATTi in Eq. (2) is

displayed after being corrected for log(R/21.54 km) in order to

emphasize the variation of attenuation terms according to wave

paths. fqx represents a frequency band centered at x with the range

of fi≤ f (Hz) < fi+1 ( fi = (40−0.5)/80 × i + 0.5, i = 2 × x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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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b)를 이용하였다.

 (6)

C = RpFV/(4πρβ3) 

(Rp= 0.55, F = 2.0, V = 0.71, ρ = 2.8 g/cm3, β = 3.7 km/sec)

본 연구에서는 (6)식의 fA는 Atkinson (1993)이 미국 중동부

지역에 대해 제시된 모델 값으로 고정시키고 fB와 ε에 대한 파

라미터(p1 ~ p4)만을 변화시키며 RMS 오차가 최소화되는 파

라미터를 최적해로 채택하였다. fA는 정적 응력강하량 혹은

global 응력강하량(Papageorgio and Aki, 1983; Halldorsson

and Papageorgiou, 2005)과 관련된 코너주파수로서 큰 규모 지

진에 대한 원거리 지진관측자료나 단층의 지질학적인 관찰로

부터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국내 연구결과가 없기 때문에 (6)

식과 같이 미국 중동부지역의 모델로 고정시켰다. 파라미터 추

정 시 지진 ⑥(‘홍도지진’)은 지진원 스펙트럼이 유사 규모의

다른 지진에 비해 매우 다른 형태를 나타내어 분석에서 제외

시켰다. M0는 지진모멘트(dyne·cm)로서 정의에 따라 모멘트

규모 M
w
와 (7)식과 같은 관계(Hanks and Kanamori, 1979)가

있으며, M0 계산에 필요한 모멘트규모 M
w
는 기존 연구결과

(Table 2의 참고문헌 참조)를 이용하였다. 

SRC f( ) = C 2πf( )2Mo

1 ε–

1 f/fA( )2+
------------------------+

ε

1 f/fB( )2+
------------------------

logfA = 2.41−0.533 Mw⋅

logfB = p1+p2 Mw⋅

logε = p3+p4 Mw⋅⎝ ⎠
⎜ ⎟
⎜ ⎟
⎜ ⎟
⎛ ⎞

Fig. 3. Examples of elastic site amplification functions (Ai( f )) and

values of high frequency attenuation parameter κ0i (k in the figures)

for seismic stations (Yun, 2007) used to calculate the site effect

SITEi( f ) in Eq. (3).
Fig. 4. Horizontal component of the apparent point-source spectrum

(□) estimated for Odaesan Earthquake and the fitting result of
Brune's 1-corner ω2 source spectral model ((a)). SB (Mw= 4.72,

SD = 137) stands for the Brune's source model for moment

magnitude = 4.72 and stress drop = 137 bar. (b) displays distribution

of error residuals obtained by using two types of source spectral

model; Brune's ω 2 model and empirical 2−fc model estimated in

Fig. 7. STDlog denotes the standard deviation of log error residuals.

Fig. 5. Comparison of the estimated Brune's stress drop (★) for
Odaesan Earthquake with the scaling relation of Yun et al. (2006)

between magnitude and stress drop. The relation is represented by

solid lines with symbols of SD1 ~ S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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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M0 = 1.5M
w

+ 16.05  (7)

 
Fig. 7은 (6)식의 2−fc 지진원 경험모델의 최적해와 Table 2

의 경험적인 지진원 스펙트럼과의 적합결과이다. Fig. 4(b)에

는 2−fc 지진원 경험모델을 1−fc Brune의 ω2 지진원모델과 함

께 오대산지진의 지진원 스펙트럼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한편 Fig. 4(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까지의 중규모 이

상 지진에 대해 경험적으로 도출된 2−fc 지진원모델은 오대산

지진원 스펙트럼과 잘 일치하고 있는 반면, 1−fc Brune의 지

진원모델은 중간 주파수대역(0.5 ~ 3 Hz)에서 관측자료 보다

크게 나타나는 불일치 주파수대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오대산지진의 Brune 응력강하량 및 2−fc 지진

원모델 추정결과가 최근까지 한반도 인근에서 발생한 중규모

이상의 지진특성 모델과 잘 부합되는 결과는 오대산지진이 특

별한 특성을 갖는 지진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형적으로 예상

되는 지진의 특성을 갖는 대표적인 중규모 지진임을 의미한다.

Table 2의 지진과 오대산지진에 대해 추정된 다수의 지진원

스펙트럼을 모두 이용하여 (6)식의 2−fc 지진원모델 파라미터

에 대한 최적해를 최종적으로 추정하였다. 이때 사용된 오대산

지진의 규모는,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Table 2의 규모 추정에

사용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된 4.72가 사용되

었다. 오대산 지진에 대한 모멘트 규모는 4.5 (Jo and Baag,

2007), 4.6 (NIED), 4.55 (Herrmann, 2007), 4.7 (지헌철 등,

2007), 4.8 (김원영, 2007), 4.7 (the Harvard CMT catalog,

2007) 등과 같이 추정방법에 따라 규모 4.8 이하에서 비교적

큰 범위의 규모 추정결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Table 2. List of earthquakes used for estimating the empirical 2−fc source spectral model (Eq. (6)) in Korea.

일련
번호

지진발생 

일자
시/분/초
(KST)

국지
규모

발생 위치 비고
1−f

c
 Brune의 ω2 지진원모델 추정결과

M
w

SD(bar) 참고 문헌

① '96.12.13 13:10:17 4.5 37.2oN 128.8oE 영월 4.9 162.5 연관희 등(2006)

② '97.06.26 03:50:21 4.2 35.8oN 129.3oE 경주 인근  4.4† 111 연관희 등(2006)

③ '99.06.02 18:12:23 3.4 35.9oN 129.3oE 경주 인근 3.9 93 연관희(2007)

④ '01.11.24 16:10:31 4.1 36.7oN 129.9oE 울진앞바다 4.04 76.5 연관희(2007)

⑤ '02.07.23 21:48:08 4.7 35.6oN 122.2oE 중국 청도 앞바다 4.9 259.8 연관희 등(2006)

 ⑥* '03.03.23 05:38:41 4.9 35.0oN 124.6oE 홍도 4.83 567.8 연관희 등(2006)

⑦ '03.03.30 20:10:52 5.0 37.8oN 123.7oE 백령도 4.61 178.5 연관희 등(2006)

⑧ '04.05.29 19:14:24 5.2 36.8oN 130.2oE 울진 앞바다 5.16 175.6 연관희 등(2005a)

⑨ '05.03.20 10:53:47 7.0 33.9oN 130.2oE 후쿠오카 6.6 170 연관희 등(2005b)

*: 분석에서 제외, SD : Brune의 응력강하량
†: ①(영월지진)과 ②(경주지진)에 대한 모멘트규모 연구결과(Herrmann, 2007)의 규모차이를 이용하여, ① 지진에 대한 본 연구의 추정치로부터 ② 지

진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정함

Fig. 6. Epicentral locations of the earthquakes listed in Table 2

which are used for estimating an empirical 2−f
c
 source spectral

model.

Fig. 7. Source spectra estimated for moderate-size earthquakes

occurring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efore Odaesan Earthquake

(see Table 2) and the fitting result of the 2−f
c
 source spect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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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c 지진원모델의 최적해는 (p1, p2, p3, p4) = (2.14, −0.36,

0.53, −0.22)로 계산되었으며, 이 지진원모델을 미국 서부 및

중동부지역에 대한 지진원모델과 비교하여 보았다(Fig. 8). 비

교 결과 규모 5.5 미만에서는 미국 서부지역의 지진원모델

(Atkinson and Silva, 2000)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규모 5.5 이상에서는 (6)식의 2−fc 지진원 최적모델이 미

국 중동부지역의 지진원모델(Atkinson, 1993)과 근접하고 있

다. 큰 규모 지진에 대한 지진원 스펙트럼 크기를 예측할 수

있는 이상의 지진원모델을 이용하면 추계학적인 방법(Boore,

2003)으로 강지진동을 모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러한 2−fc

지진원 최적모델은 규모 6.0 이상에서는 후쿠오카 지진의 지

진원 특성에 의해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으며, 이 지진에 대한

지진원 스펙트럼 모델 추정 결과의 해석 및 국내 지진특성의

대표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진학적인 견해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지진동 모사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많은 불확실

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Fig. 9는 오대산지진과 유사한 규모로 알려진 영월, 홍도지

진의 지진원 스펙트럼과 오대산지진의 지진원 스펙트럼 비교

결과이다. Fig. 9a로부터 1996년 영월지진(Table 2의 ①)의 지

진원 스펙트럼이 오대산지진의 지진원 스펙트럼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비해 국지규모는 낮게 평가되어 있다. 이러

한 사실은 영월지진과 오대산지진의 감진면적 및 최대진도 평

가결과의 비교에서도 그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경재복 등,

2007). Fig. 10은 영월지진이 오대산 지진규모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단적인 증거로서 인천 IRIS (Incorporated Research

Institutions for Seismology) 관측소에 기록된 두 지진기록의 S

파 스펙트럼의 크기를 비교한 그림에서 영월지진에 대한 관측

스펙트럼이 진앙거리가 더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대산지

진 관측 스펙트럼보다 크다. 두 지진에 대한 인천(ICN) 관측

소까지의 전파경로는 유사하며, 인천 관측소에서 영월지진에

대한 단층해 연구결과(박창업 등, 1998)를 이용하여 오대산지

진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방사패턴을 계산해 본 결과 상

Fig. 8. The empirical 2−f
c
 source spectral model (solid line)

estimated for moderate-size earthquakes occurring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Odaesan Earthquake (see Table 2) and

comparison result with the empirical 2−f
c
 source model obtained in

WNA (western North America) and ENA (eastern North America)

regions (Atkinson and Silva, 2000; Atkinson, 1993).

Fig. 9. Estimated source spectrum for Odaesan Earthquake

compared with those for the earthquakes with magnitude similar to

Odaesan Earthquake. These earthquakes include Yeongwol

(ML= 4.5) and Hongdo (ML= 4.9) earthquakes numbered in Table

2 by ① and ⑥, respectively. (a) Yeongwol Earthquake (b) Hongdo
Earthquake.

Fig. 10. Comparison of horizontal acceleration Fourier spectra

observed at the IRIS Incheon station for Yeongwol (E61213) and

Odaesan (E70120) earthquakes. Azimuthal radiation pattern

theoretically calculated for the focal mechanism solutions by Jo and

Baag (2007) and Baag et al. (1998) are shown in the upper right

part.



오대산지진(M = 4.8, '07. 1. 20)의 점지진원 스펙트럼 모델 특성 247

대적인 크기가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Fig. 10의 스펙

트럼 크기 차이는 지진규모 이외의 다른 원인과는 관련지을

수 없다. 

Fig. 9b는 오대산지진과 유사한 규모를 갖는 홍도지진과의

비교결과로서, 홍도지진의 지진원 스펙트럼은 1 Hz 이상의 고

주파에서 높은 수준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홍도지진의

Brune 응력강하량은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까지 관측

된 규모 3.0이상의 지진 중 가장 높은 500 bar 이상으로 추정

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홍도지진은 2−f
c
 지진원모델 추정

시 제외시켰으며,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규모 이상 지진

의 응력강하량 상한값으로 판단된다. 

지진파전달의 방향성

오대산지진의 관측 스펙트럼으로부터 지진원-전달-부지특성

이 제거된 오차 ERR( f )에 대해 방향특성을 나타내는 (5)식의

RAD( f, ϕj)을 계산하였다. RAD( f, ϕj)는 360o의 방위각을 20

등분으로 나누고 각 방위각 구간에 포함된 관측소의 ERR( f )

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Fig. 11a는 1 Hz와 3 Hz의 RAD( f,

ϕj)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해당 방위각 구간에 관측자료가 없

는 경우는 표시되지 않았으며, 오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함께

표시하였다. Fig. 11b에서 동해안 방향(강릉(KAN), 대관령

(DGY), 동해(TOH))으로의 지진관측자료 수는 많지 않으나,

오차범위를 고려하더라도 오차의 방향성이 뚜렷이 확인되고

있다. Fig. 11b는 Fig. 11a의 결과를 2차원적으로 도시한 결과

로서 Est.는 double couple로 모델링된 지진원에 대해 이론적

으로 추정된 방사패턴이다. Fig. 11b에서 이론적으로 추정된

방사패턴이 관측자료로부터 추정된 방사패턴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론적인 방사패턴의 계산에는

Jo and Baag (2007)의 오대산지진에 대한 진원 단층면해(focal

mechanism) 연구결과(rake = −165.02o, dip = 69.74o, strike =

19.69o)를 이용하고 take-off angle = 20o

± 10o 구간에 포함되

는 SV파의 2/3크기와 SH파 변위크기의 벡터 평균을 취하였다.

임의의 단층면해에 대한 SV와 SH 파에 대한 방사패턴 계산

에는 Aki and Richard (2002)의 (4.90)식과 (4.91)식(109 쪽)을

각각 이용하였다.

Fig. 11b에서 관측소의 방위각별로 계산된 방사패턴을 살펴

보면 대략적으로 동해안 방향 및 옥천대, 경기북부 방향으로의

관측 스펙트럼 크기가 경상분지 및 경기중부 방향으로의 스펙

트럼보다 이론적으로 예측된 양상과 같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

타나고 있다. Fig. 11의 이론적인 방사패턴을 이용하면 상동

(SND), 정선(JSB) 관측소 방향에서 관측된 낮은 지진동 수준

과 대관령(DGY), 강릉(KAN) 관측소 방향으로의 높은 지진동

수준 등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매우 양호한 등급으로 분류되

는 대관령 지진관측소(연관희, 서정희, 2007)에서 오대산지진

발생시 계측된 높은 지진동(Peak Ground Acceleration > 0.15

g) 관측결과 해석시, 부지특성보다는 지진원의 방사패턴에 대

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Fig. 12는 오차의 방향성을 전 주파수대역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고안된 그림으로 주파수-방위각별 모델링 오차를 평활화

하여 얻어졌다. 그림의 중앙에는 비교의 편의를 위해 이론적인

방사패턴을 함께 도시하였다. Fig. 1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방향성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6 Hz 미만의 저주파

대역에만 제한(Satoh, 2002)된 것이 아니라 20 ~ 30 Hz의 고주

파까지의 광범위한 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론적으로 계산된 방사패턴과 관측자료 상의 방사패턴의

유사성(Fig. 11b)은 지진동 추정의 불확실성을 저감하는데 크

게 기여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국부적인 지역에서는 일반적

으로 전형적인 단층면 방향을 갖는 지진이 발생하는데, 방사패

턴을 무작위적 특성으로 간주하여 강지진동을 모사하는 대신

전형적인 단층면해에 대한 방사패턴을 사전에 추정하여 강지

진동 모사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강지진동 추정결과의 불확실

Fig. 11. Observed radiation pattern evaluated by the modeling error

RAD( f, ϕj) in Eq. (5). (a) a graph for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RAD( f, ϕj) in azimuth angles. (b) azimuthal pattern of

average RAD( f, ϕj) compared with the theoretically calculated

radiation pattern. A corresponding point of RAD( f, ϕj) for each

record is also superimposed with labels of its station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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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저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g. 13은 방사패턴을 고려할 경우 지진동 추정 시에 불확실

성을 저감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특정 주파수대역 fq3

(3 Hz 인근)에 대한 (5)식의 ERRj( f, Xi)와 ε ( f, Xi)를 거리에

따라 비교한 결과이다. ERRj( f, Xi)는 방사패턴을 고려하지 않

고 관측자료로부터 지진원, 전달특성, 부지특성 만을 제거한

오차를 의미하며, ε ( f, Xi)는 지진원의 방사패턴을 추가적으로

보정한 후 관측자료 상에 나타난 오차를 의미한다. Fig. 13에

서는 방사패턴 보정을 위해 Fig. 11a에서 추정된 fq3에 대한

RAD(·) 평균을 ERRj(·)에서 빼주었다. Fig.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사패턴을 보정한 전후의 표준편차가 0.21에서 0.17로

낮아지는 불확실성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준편차 0.17

은 미국 로스엔젤레스 지역에 위치한 단일 관측소의 다수의

지진에 대해 계산된 스펙트럼 모델링 오차인 0.20 (Atkinson,

2006)보다도 낮은 값이다. 이와 같이 국외에서 연구된 단일 관

측소의 모델링 오차와 다수의 오대산지진 관측자료에 대한 모

델링 오차가 서로 비교가 가능한 이유는 지진원-관측소 간의

상반성(reciprocity) 원리 때문이다. 방사패턴을 보정한 후에 얻

어진 특정 주파수구간에 대한 표준편차=0.17의 낮은 오차

ε ( f, Xi)는 향후 방사패턴을 고려할 경우의 불확실성 저감가능

성을 제시한다.

지진파 스펙트럼 모델링 오차의 공간적 분포도 계산결과

(2)식의 지진파 스펙트럼 모델링 오차에 대해 공간적인 변화

가 지구과학적인 의미를 갖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측소 위

치별로 계산된 (5)식의 ERRj( f, Xi) 혹은 ε ( f, Xi)에 대해 주파

수별로 Kriging 보간방법을 적용하여 공간적인 분포도

Map(ERR(·) or ε (·))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오차의 공간적인

분포도는 관측소의 오차특성이 관측소 간격의 공간적인 물성

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라면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밀집된 지진관측망의 분포(Fig. 1)에 대해

서는 지역에 따라 대략 10 ~ 50 km의 관측소 간격으로 추정되

었다. 

Fig. 14에는 주파수별로 계산된 모델링 오차의 공간적인 분

포도 Map(ERRj( f, Xi))와 지질분포가 비교되어 있다. 지질분포

는 오차의 공간적인 분포가 의미를 갖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택된 다양한 지구과학정보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주파

수는 파선의 진앙거리에 따라 결정되는 Fresnel 폭 혹은 단일

산란이론에 근거한 파동폭(Petukhin et al., 2003) 이내의 공간

적인 탄성물성과 관련이 있다. 저주파의 경우는 큰 규모의 지

각특성 변화, 고주파인 경우는 작은 규모의 지각변화와 관련되

어 진다. 예를 들어 지진규모 3.0 (코너주파수=약 2 ~ 3 Hz),

거리 110 km에 대해 계산된 파동폭은 약 10 ~ 12 km 정도이

나 보다 정량적인 평가 및 확인은 어렵다. Fig. 14로부터 주파

수별로 서로 다른 공간적인 모델링 오차 분포도가 도출되었으

며, 전반적으로 주파수별 오차분포도와 지질분포 경계면과의

상관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관측소 오차의 공간적인 대표성이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10 Hz 고주파수인 경우에도 지질분

포와의 상관관계가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식의 지진파 스펙트럼 모델로서 설명되지 않는 오차

ERR( f )가 무작위 성질로만 취급되어져서는 안 됨을 의미하며

지질분포로 대표되는 지진파 전달과 관련된 지구과학적인 특

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어야 한다. 

Fig. 15에는 모델링 오차의 공간적 분포와 또 다른 지구과학

적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지진파감쇠의 공간적인 분포와의 정

성적인 비교를 시도하였다. Fig. 15a는 지진파감쇠 특성을 나

Fig. 12. Observed azimuthal radiation pattern (RAD( f, ϕj(Xi))) for

Odaesan Earthquake in a broad range of frequency (0.5 ~ 30 Hz)

with the inner and outer circles corresponding to higher and lower

frequencies, respectively. Symbol + is located in the figure

according to the azimuth angle and frequency of the RAD( f, ϕj(Xi))

calculated for seismic records.

Fig. 13. Distribution of ERRi and εi in Eq. (5) for fq3 (2.97 ~ 3.46

Hz), each of which represents the modeling error in distance before

and after the correction for the radiation pattern, respectively.



오대산지진(M = 4.8, '07. 1. 20)의 점지진원 스펙트럼 모델 특성 249

Fig. 14. Comparison of Map(ERR( f, X)) with the geological map according to frequencies of f = 0.4, 1, 3, 10 Hz.

Fig. 15. Contour maps of the spatially smoothed modeling errors in comparison with the Q0 map (Yu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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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한반도 남부지역에 대한 2차원 Q0 분포(연관희, 2007)

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상호간의 상관관계가 지

질분포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Fig. 15a에서 나타난 지질분

포와의 상관성이 방향성에 기인한 결과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측자료로부터 방사패턴이 제거된 ε ( f, Xi)를 Fig. 15(b)와 같

이 계산하였다. 방향성이 제거된 오차의 공간적 분포도 역시

지질분포와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지질분포 혹은 Q0 분포와 의미 있는 공간

적인 상관성을 갖는 스펙트럼 모델링 오차 ERR( f )의 지역별

분포는, (1)식의 지진파 스펙트럼 모델이 반영할 수 없는 2차

원 지진파전달의 불연속적 특징을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추정

된다. 만약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확인된 한반도 남부지역의 지

구과학적 정보와 상관성을 갖는 지진파 스펙트럼의 공간적인

불연속적 전파특성을 물리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정량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면 강지진동 모사의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지진관측이 시작된 1999년 이후로

최대 규모의 내륙 지진으로 기록된 오대산지진에 대해 지진원

스펙트럼 모델과 공간적인 전파특성 등의 스펙트럼 특징을 관

측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지진원 스펙트럼을 추정하기

위해 최근까지 국내에 축적된 지진자료를 기반으로 비교적 상

세하게 추정된 추계학적 지진동 모델의 지진파 전달, 부지특성

(연관희, 2007)을 관측 자료로부터 제거하였다. 오대산지진의

지진원 스펙트럼을 1−fc (1개의 코너주파수) Brune의 ω2 지진

원모델에 적합한 결과, 기존에 제시된 지진규모-응력강하량 대

표모델(연관희 등, 2006)에 의해 잘 예측되었으며, 오대산지진

의 지진원 스펙트럼은 최근까지 한반도 인근에서 발생한 중규

모 이상의 지진원 스펙트럼으로부터 추정된 2−fc (2개의 코너

주파수) 지진원모델((6)식)에 보다 잘 부합되었다. 특히 오대산

지진을 고려하여 도출된 경험적인 2−fc 지진원모델은 규모 5.5

미만에서 미국 서부지역의 2−fc 지진원모델과도 매우 유사하

였다. 아울러 지진원 스펙트럼 비교를 통해 영월지진의 지진규

모가 오대산지진의 지진규모보다 크다는 점과, 유사한 규모의

홍도지진에 대한 고주파 지진원 스펙트럼 크기가 비정상적으

로 매우 큰 값을 나타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관측자료를 이용한 점지진원 지진파 스펙트럼

모델적합 시 오차는 무작위 잡음으로 취급되나, 오대산지진의

관측 스펙트럼에 대해 방위각에 따른 방향성과 지역별 전달특

성을 평가한 결과, 오차가 완전한 무작위 특성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델링 오차의 방향성은 이론적으로 추

정된 방사패턴과도 매우 유사한 관측된 방사패턴을 나타내었

으며, 지역별로는 지질학적인 경계 혹은 지진파전달의 불연속

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주파수별로

상이한 공간적인 분포 특성을 보여주었다. 향후 이러한 특성을

강지진동 모사에 반영할 경우 관련된 불확실성이 현저히 저감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각구조의 불균질성 특성 규명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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