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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반도 남부지역의 세부적인 지진파 감쇠특성 규명을 위해, 기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였던 Q 토모그래피 역산을

위한 사전 수치검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강지진동모사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추계학적 점지진원 지진동

모델(stochastic point-source ground-motion model; Boore, 2003)에서 사용되는 Q 값에 대한 2차원(2D; 2 Dimensional)

토모그래피 역산을 시도함으로써 역산 결과가 강지진동모사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치검증 방법으로는 Q 토

모그래피 checkerboard 시험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위해 광역 단일 Q 모델의 추계학적 지진동모델 파라미터 역산결

과의 지진원과 부지효과 모델 파라미터 값을 이용해서 관측자료와 지진규모-거리-주파수-오차 분포가 동일한 스펙트럼 합

성자료를 생성하였다. 수치검증을 위한 Q 블록 격자의 총 개수는 75개(내륙지역=69개(약 35 × 44 km2의 격자크기); 해양

지역=6개)로 설정하였으며, Q0f
η 함수형태의 Q 블록 값은 Q0=100, 500, η=0.0 ~ 1.0의 분포를 갖도록 하고, 파선의 깊이

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스펙트럼 합성자료 생성에 이용된 모델파라미터의 정해와 모델파라미터의 역산결과를 비교

하기 위한 checkerboard 수치검증은 3단계에 걸쳐 수행되었는데, 1단계는 블록별 Q의 초기값 추정 단계이며, 2단계는 관

측소별 부지증폭함수를 추정하는 단계, 마지막 3단계에서는 최종적인 Q를 도출하는 단계이다. 관측소별 부지증폭함수의

초기 추정값으로는 기 분류된 관측소 등급에 대한 평균 부지증폭함수(연관희, 서정희, 2007)가 사용되었으며, 3단계의

checkerboard 수치검증 결과 최종적으로 추정된 부지효과 모델에는 오차가 발생하였으나 블록별 Q의 정해는 만족할 정

도로 추정할 수 있었다. 

주요어: 2차원 Q 토모그래피, 체커보드 수치모델 시험, 추계학적 지진동 모델, 스펙트럼 합성자료

Abstract: To identify the detailed attenuation structure in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a numerical test was conducted

for the Q tomography inversion to be applied to the accumulated dataset until 2005. In particular, the stochastic point-

source ground-motion model (STGM model; Boore, 2003) was adopted for the 2D Q tomography inversion for direct

application to simulating the strong ground-motion. Simultaneous inversion of the STGM model parameters with a

regional single Q model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source and site effects which were necessary to generate an

artificial dataset for the numerical test. The artificial dataset consists of simulated Fourier spectra that resemble the real

data in the magnitude-distance-frequency-error distribution except replacement of the regional single Q model with a

checkerboard type of high and low values of laterally varying Q models. The total number of Q blocks used for the

checkerboard test was 75 (grid size of 35 × 44 km2 for Q blocks); Q functional form of Q0f
η (Q0=100 or 500, 0.0 <

η < 1.0) was assigned to each Q block for the checkerboard test. The checkerboard test has been implemented in three

steps. At the first step, the initial values of Q-values for 75 blocks were estimated. At the second step, the site

amplification function was estimated by using the initial guess of A( f ) which is the mean site amplification functions

(Yun and Suh, 2007) for the site class. The last step is to invert the tomographic Q-values of 75 block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irst and second steps. As a result of the checkerboard test, it was demonstrated that Q-values could be

robustly estimated by using the 2D Q tomography inversion method even in the presence of perturbed source and site

effects from the true inpu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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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강진자료가 많지 않은 중·저 지진활동성 지역에서 공학적

으로 중요한 강진에 대한 지진동감쇠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미소지진(3.0 < M < 4.0)에 대한 지진특성을 도출하고 self-

similarity 원리에 기초한 source scaling의 관계식(Aki and

Richards, 2002)을 이용하여 강진의 특성을 유추한다. 따라서

강지진동 추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미소지진의 지진원 특

성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다면 강지진동 추정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상세 지각감쇠특성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고주파(> 1 Hz) 에너지가 대부분인 미

소지진동의 특성은 천부지반의 탄성물성에 매우 민감하고 거

리에 따른 급격한 감쇠특성 및 감쇠특성의 공간적인 큰 변동

으로 인해, 상세 지진파감쇠 특성을 이용한 관측 자료의 세심

한 보정 없이는 지진원 특성을 신뢰도 있게 추정하기가 어렵

기 때문이다. 한편 지진파감쇠 특성은 지진규모의 크기와 무관

하므로 작은 규모의 지진자료로부터 도출된 지진파감쇠 특성

은 강지진동 모사 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다.

지진파 감쇠는 진원거리에 따른 파의 입체적인 에너지 전달

에 의한 기하학적 감쇠와 전파 경로상의 비탄성물성에 기인한

Q 감쇠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Q0f
η( f는 주파수)의 형태로

모델링 되는 Q에 의한 비탄성 감쇠(Adams and Abercrombi,

1998)는, intrinsic 감쇠와 scattering 감쇠의 두 가지 감쇠기구

로 설명된다. 이들 중 scattering 감쇠는 Q의 주파수 의존도(η)

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η는 지각의 불균질성 정도와 비례

관계가 있다. Intrinsic 감쇠는 주파수와 무관한 감쇠로서 지역

의 지열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intrinsic

감쇠와 비탄성 감쇠의 상대적인 비(seismic albedo; Wu, 1985)

에 대한 다양한 평가(Kang and McMechan, 1994; Shih et al.,

1994; Sato and Fehler, 1998)를 통해 지각의 불균질성 및 지

열량 등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5년까지 축적된 많은 수의 지진관측자료

를 이용하여 기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였던 연구인 Q 토모그

래피를 수행하여 세부적인 한반도 남동부지역의 지진파 감쇠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사전 수치검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강지진동모사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추계학적 (점

지진원) 지진동모델(stochastic point-source ground-motion

model; Boore, 2003)에서 사용되는 Q 값에 대한 2차원(2D; 2

Dimensional) 토모그래피 역산을 시도함으로서 이들 결과가

강지진동모사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계학적 지진

동모델 이론은 비교적 소수의 모델파라미터로 지진관측기록을

잘 모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강지진동모사를 위해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방법이다. 또한 이 방법은 세계

여러 지역에 적용된 사례가 있어, 국내의 지진학적 특성을 국

외 지역과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수치검증 방법으로 Q 토모그래피 checkerboard 시험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이 방법은 지진관측자료를 이용해 2D Q 토모

그래피를 수행하기 이전에 Q 토모그래피 역산방법의 적용성

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checkerboard

수치검증 방법에서는 토모그래피 역산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

상 물성의 상한과 하한값을 바로 이웃한 격자에 엇갈리게 부

여한 후, 토모그래피 역산을 통해 부여된 극한값이 재현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본 연구에

서 사용된 Q 블록 격자의 크기가 적절한지와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공간적인 Q 변화를 구분해 낼 수 있는 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checkerboard 수치검증을 위해서는 관측자료와

지진규모-거리-주파수-오차 분포가 동일한 스펙트럼 합성자료

의 생성이 필요하다. 지진원, 지진파전달, 부지효과가 반영된

스펙트럼 합성자료 생성을 위한 지진원과 부지효과에 대한 모

델 파라미터 값은, 광역 단일 Q 모델의 추계학적 지진동모델

파라미터 역산결과를 이용하였다. 반면 전달특성 중 Q 감쇠특

성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다른 값을 갖는 checkerboard 형태

의 Q 모델을 이용하였다. 

본 론

지진관측자료 및 사전자료처리

한반도 남부지역에 대한 2D Q 토모그래피 역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지진관측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표된 거의 모든 지진에 대한 3성분 디지털 시간파형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용된 지진파의 종류는 지진파형 중 가장 큰 진

폭을 나타내는 S파 시간영역의 수평성분 지진파로, 공학적으

로는 구조물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파이다. 근거리의 경

우(거리 < ~100 km) S파 시간영역의 주요 에너지를 구성하는

파는 S 직접파이며, 원거리의 경우(거리 > ~100 km)에는 지

각내 지층 간의 S파 다중반사 혹은 고차모드의 wave-guided

현상에 의해 생성되는 Lg 파가 주요 에너지 성분이다. Lg 파

는 대륙지각내에서 뚜렷하게 관찰되는 파 중의 하나로 Lg 파

경로상의 지각불균질성(Kennett, 1989)과 지각두께(Kennett,

1986), 맨틀까지의 속도구배율(Bowman and Kennett, 1991)

등이 Lg 파의 크기에 민감하게 반영된다. 국내의 경우에는 동

해안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진관측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파이다. 

이상에서 수집된 지진자료로부터 S파 푸리에스펙트럼을 얻

어내기 위해, S파 시간영역에 대한 시간 윈도우 적용, 계기보

정(instrumental correction), 수평성분 스펙트럼 계산 및 벡터

합성 등의 자료처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S파 윈도우 간

격은 진앙거리에 따라 변화하도록 하였으며, 시간창 경계는 지

각의 전단파 속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정해지도록 하였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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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윈도우는 S파 시간영역의 지진파 에너지를 충분히 포

함하였다. S파 시간윈도우 구간에는 양끝 5 %의 cosine

tapering을 실시한 후 스펙트럼을 계산하고, S/N비가 3 ~ 4배

이상 되는 주파수 구간의 스펙트럼 자료 만을 취하였다. 수평

성분 스펙트럼은 동서, 남북성분의 푸리에스펙트럼을 벡터합

성하여 얻어졌으며. 스펙트럼 계산에는 시간창 길이에 관계없

이 나이퀴스트 주파수 이내에서 1,024개의 주파수 계산점을

일률적으로 이용하였다. 한편 국내 지진관측자료의 경우 대개

100 샘플링 자료이고, 이에 대한 나이퀴스트 주파수는 50 Hz

이므로, 스펙트럼이 계산된 주파수 간격은 약 0.05 Hz(≒50

Hz/1,024)이다. 추계학적 지진동모델 파라미터 역산을 위해,

계산된 주파수 구간에 대해서 약 0.4 옥타브 간격의 스펙트럼

평활화를 실시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진의 진

앙분포 및 관측소 위치를 표시한 그림이다. 사용된 지진의 총

개수는 297개이며 관측소의 수는 145개, 관측자료의 수는

10,211개이다. 한편 관측기록에 대한 지진의 규모는 2.0 ~ 3.0

사이에 분포하며, 진원깊이는 12 km 미만인 천부 미소지진

이다.

추계학적 지진동모델 평가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국내에서 관측된 다량의 지

진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 남부지역에 대한 추계학적 지진동

모델(stochastic point-source ground-motion model; Boore,

2003)의 지진원, 부지특성 및 광역적인 전달특성을 도출하였

다. 이러한 지진특성 사전분석 결과는, 2D Q 토모그래피 역산

을 통한 한반도 남부지역의 세부 지각감쇠 특성 평가에 유용

한 초기 정보 및 2D Q 토모그래피의 수치검증을 위한 스펙트

럼 합성자료를 생성하는 데 활용되었다. 

추계학적 지진동모델 이론 및 역산방법

추계학적 지진동모델 이론에서는 모멘트 규모와 단일 코너

주파수 혹은 응력강하(stress drop)의 Brune ω2 지진원 모델

(Aki, 1967; Brune, 1970, 1971), Q와 기하학적 감쇠의 지진파

전달모델 및 부지에서의 주파수별 증폭함수 및 고주파감쇠 모

델을 이용하여 S파의 스펙트럼을 표현한다. 이에 따른 S파의

가속도 푸리에스펙트럼은 (1)식의 a( f )와 같이 계산된다. 

 (1)

여기서

, f =주파수, 

R =진원거리, M0=지진모멘트(seismic moment), 

G(R) =기하학적 감쇠모델, β0=지진원에서의 S파 속도, 

ρ0=지진원에서의 밀도, Q( f ) = Q0f
η(quality factor), 

A( f ) =지각·부지증폭함수, P( f ) =고주파 감쇠함수, 

f0=지진원 코너주파수.

C는 상수로서 지진원 밀도(ρ0)와 S파 속도 그리고 자유면

효과(2배수), 구면으로 방사하는 지진에너지의 평균값(0.55)

그리고 2개의 수평방향으로의 에너지 분리(1/ )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한다. 지진원 스펙트럼의 크기는 지진모멘트와 고

주파 응력 파라미터 즉 응력강하(Δσ)의 두 개의 독립적인 파

라미터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진모멘트 M0는 정의에 따라 모

멘트규모 M
w
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Hanks and Kanamori,

1979).

logM0= 1.5M
w

+ 16.05  (2)

아울러 응력강하(Δσ), 지진원 코너주파수, 지진모멘트 사이

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Brune, 1970, 1971).

f0= β0(Δσ/8.44M0)
1/3 (3)

응력강하는 종종 고주파 응력강하(Boore, 1983; 혹은 응력

a f( ) = C
f
2

1
f

f0
------⎝ ⎠

⎛ ⎞
2

+

-----------------------M0G R( )P f( )A f( )e
π fR–

β
0
Q f( )

-----------------

C = 
1

ρ0β0

3
-----------⎝ ⎠

⎛ ⎞ 2( ) 0.55( ) 1

2
-------⎝ ⎠

⎛ ⎞ π⋅ ⋅ ⋅⋅

2

Fig. 1. Map showing the epicenters of earthquakes and locations of

the seismic stations in Korea that have produced the observed

dataset for this study. Four major seismic networks are currently in

operation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gency (KMA),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the Korea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KEPRI), and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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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이유는 지진원 코너주파수 이

상의 고주파에서 푸리에스펙트럼이 응력강하에 비례하여 스케

일링 되기 때문이다. (1)식 중 Cf 2(1+(f/f0)2)−1M0는 가속도스펙

트럼에 대한 Brune의 단일 코너주파수 ω2 지진원모델로서

(Aki, 1967; Brune, 1970, 1971), 코너주파수 f0를 중심으로 f

<< f0에서는 스펙트럼이 f 2의 기울기를 가지며, f >> f0에서는

0의 기울기를 갖는 점지진원(point source) 모델이다.

지각·부지증폭함수(이하 부지증폭함수) A( f )는 지진파가

지진원으로부터 지표 저속도층을 전파함에 따라 파의 진폭이

증가하는 것을 설명한다. 증폭율은 평균 지각속도와 지표 근처

의 전단파 속도 및 밀도에 의해 결정된다. 

고주파 감쇠함수 P( f )는 광역적인 혹은 부지에 따른 특정

주파수 이상에서 지진파 스펙트럼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모델화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렇게 관찰된 현상은 스펙트럼의

고주파영역을 제거하고 추계학적 지진동모델의 주파수 범위를

제한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고주파영역에서의 스펙트럼

감쇠는 지표에서의 감쇠나(Anderson and Hough, 1984) 혹은

지진원 기구(Papageorgiou and Aki, 1983) 또는 두 가지 모두

에 의해서 설명된다(Matthew and Anderson, 2003). 이 연구에

서 채택된 Anderson and Hough (1984)의 고주파 감쇠함수

P( f )는 관측소 직하의 주파수와 무관한 감쇠상수 κ0를 매개변

수로 하는 (4)식의 형태를 갖는다.

P( f ) =  (4)

국내에 관측된 다량의 지진파 관측스펙트럼으로부터 국내에

적합한 추계학적 지진동모델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한 역산

방법으로, 비선형 동시 역산방법 중 Levenberg-Marquardt

(Marquardt, 1963) 방법(이하 LM 방법)을 채택하였다. 비선형

동시역산방법은 적절한 초기 모델파라미터를 가정한 후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5)식의 오차자승합을 최소화하는 모델 파라

미터를 단계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각 단계

별로 오차를 저감할 수 있는 모델 파라미터 증분이 동시에 추

정되며, 이 값을 이용하여 모델 파라미터를 개선해 나아감으로

써 최종적인 해에 도달된다.

 (5)

(5)식에서 xi는 특정 진원거리를 갖는 지진관측소에서 기록

된 지진파형의 스펙트럼 계산에 사용된 주파수 측정점을 의미

한다. (5)식의 yi는 가속도지진기록에 대한 푸리에스펙트럼의

주파수 xi에서의 자연로그값이며, y(xi; a)는 파라미터 a, 주파

수 xi에서 추계학적 지진동모델에 의한 이론적인 스펙트럼 계

산 결과((1)식의 a( f ))의 자연로그 값이다. 따라서 y(xi; a)는

(6)식 및 Table 1과 같이 지진원, 파전달, 부지효과와 관련된

자연로그항의 선형조합으로 표시되고, 비선형역산을 위한 모

델 파라미터(a)는 (7)식과 같이 구성된다.

y(xi= fi; a) = ln a(fi) = Src(fi) + D(R, fi) + Site( fi ) (6)

a = (Q0, η, XG, Mw1, …, MwNeqk, ln( f01), …, ln( f0Neqk), 

 κ01, …, κ0Nsta) (7)

(7)식에서, Neqk는 지진의 수, Nsta는 사용된 관측소의 수이

며, Mwi와 ln( f0i)는 i 지진에 대한 모멘트규모와 코너주파수,

κ0j는 j 관측소에 대한 고주파감쇠 상수이다. Table 1 및 (7)식

의 XG는 사용되는 기하학적 감쇠모델((1)식의 G(R))에 따른

모델파라미터 벡터로서, (8)식과 같은 이절점 기하학적 감쇠모

델에 대해 XG= (R0, R1, n1, n2, n3)의 모델파라미터를 갖는다.

 (8)

추계학적 지진동모델 파라미터 추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1)식에서 지진파의 전파특성을 나타내는 항으로는 기

하학적 감쇠를 나타내는 G(R) 모델과 지진파 전달경로 상의

Q에 의한 비탄성감쇠를 나타내는 exp(−πfR/β0Q( f ))가 있다.

이러한 수식에 따르면 Q에 의한 비탄성감쇠 크기의 로그값은

파선이 지나는 부분경로 구간에 대한 Q−1와 부분경로의 길이

에 의한 선형조합으로 (9)식과 같이 표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선형조합은 Q 토모그래피 역산을 가능하게 된다.

(9)

(9) 식에서 N은 파선이 통과된 블록의 총 개수이며, Ri는 i

번째 Q 블록에서의 파선 통과거리, Qi는 i 번째 Q 블럭의

Q(=Q0f
η) 값을 의미한다. (9)식의 Q 토모그래피 모델이 이용

될 경우, 역산되어야 할 모델파라미터 벡터 a ((7)식)에

(ln(Q0i), ηi; i = 1, …, N)의 모델파라미터가 추가된다. Q0i의 모

델 파라미터 대신 ln(Q0i)를 사용한 이유는, 모델 파라미터의

값을 항상 양의 값으로 제한하기 위해서이다.

광역 단일 Q 모델을 이용한 추계학적 지진동모델 파라미터 역산

수행된 2D Q 토모그래피 수치모델 역산 및 검증 결과는 실

제 지진관측자료에 적용되어,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남부지역

e
πκ

0
f–

X
2

a( ) =  

i 1=

N

∑ yi y xi; a( )–[ ]2

G R( ) = 

R
n1–

for R R0<

R0

n1–
R/R0( ) n2–

for R0 R≤ R1<

R0

n1–
R1/R0( ) n2–

R/R1( ) n3–
for R1 R≤

⎩
⎪
⎪
⎨
⎪
⎪
⎧

πfR

β0Q f( )
---------------- = 

πfR

β0Q0f
η

----------------- = 
πf

β0

-----  

i 1=

N

∑
Ri

R0if
ηi

-------------

Table 1. Description of the model regarding the source, path, and

site effects.

함 수 설 명 모 델 파라미터

Src( f ) 지진원 ln(Cf 2) + ln(M0)−ln
(Mwi, f0i) 
i = 1, Neqk

D(R, f ) 파전달 ln(G(R)) − XG, Q0, η

Site( f ) 부지효과 −π κ0 f + ln(A( f )) (κ0j) j = 1, Nsta

1
f

f0
----

⎝ ⎠
⎛ ⎞

2

+
⎝ ⎠
⎛ ⎞

πRf

β0Q0f
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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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역별로 세분화된 추계학적 지진동모델의 Q 값을 제

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 기 확보된 스펙트럼

관측자료 및 광역 단일 Q (regional single Q) 모델을 이용한

전형적인 추계학적 지진동모델 파라미터 역산을 수행하고, 광

역적인 Q의 특성을 포함한 추계학적 지진동모델의 전반적인

특성을 일차적으로 평가하였다. 

추계학적 지진동모델 중 지진규모는 다른 파라미터와의

trade-off를 고려하지 않고 가장 안정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파

라미터이다. 이는 지진규모가 정적주파수(≒0 Hz)에 해당하는

스펙트럼 수준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며, 정적주파수에 근접한

대역(<1 Hz)에서는 스펙트럼 수준이 상대적으로 부지, 전달특

성과 관련된 파라미터와 무관하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역 단일 Q 모델을 고려하여 도출된 지진원, 부지특성 등은

평균적인 Q에 대해 개략적으로 평가된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결과는 2D Q 토모그래피 비선형 역산의 초

기해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추계학적 지진동모델 파라미터

역산 결과를 이용하면 관측된 스펙트럼자료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진파 합성자료의 생성이 가능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역산방법에 대한 수치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추계학적 지진동모델 추정시 가장 어려운 점은 부지증폭효

과의 효과적인 보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측소별로 부지증폭

효과가 사전에 평가되어야 한다. 한편 국내 지진관측소의 경우

에는 이러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관측 스펙트럼의 수

평성분과 수직성분의 비(H/V 비)를 이용해 개략적인 부지증폭

함수(A( f ))로 활용하였다. 최종적인 관측소별 부지증폭함수는

관측스펙트럼의 수평/수직비(H/V 비)와, 이를 초기값으로 하여

얻어진 추계학적 지진동모델 역산결과에 의한 관측소별 오차

평균을 합산하여 얻어졌다(연관희, 서정희, 2007). 최종적으로

추정된 부지증폭함수 A( f )는 5가지로 분류(연관희, 서정희,

2007)되어 2D Q 토모그래피 역산에 대한 수치검증시 부지증

폭함수의 초기해로 사용되었다.

Table 2 및 Fig. 2는 관측소별 H/V 비를 초기해로 하여 최종

적으로 도출된 부지증폭함수(Aj( f ))를 이용하여 얻어진 추계학

적 지진동모델 파라미터 역산결과이다. 이들 모델파라미터 역

산결과는 (1)식의 이론적인 모델 및 특정 모델함수 가정에 따

른 결과로서 절대적인 물리량이라기 보다는 관측자료에 적합

Table 2. Summary of the inverted values of the stochastic ground-

motion parameters.

구분
파라미터/
함수

역산 결과

지진원
특성

Mw Mean of Mw= 3.0, Mw = 1.8 ~ 6.6

SD 
(Stress Drop)

Median of SD = 37bar
Standard deviation of ln(SD) = 1.5

전달
특성

Q( f )
Q( f ) = 202(1 + ( f/fQmin)

2.48)/( f/fQmin)
α2

(α2 = 2.0, fQmin= 0.3 fixed)

Geo(R)
XG= (R0, R1 = 104 km, n1 = 1.17, n2 = −0.2, n3)

(R0= 65 km, n3 = 0.5 fixed)

부지
특성

κ0

Median of κ0= 0.011 
Standard deviation of ln(κ0) = 1.0

Fig. 2. Inversion result of the stochastic ground-motion model

parameters based on the site amplification functions derived from

H/V spectral ratios. Q( f ) and Geo(R) function model the path

effect. Brune's 1-corner ω2 model described by Mw and stress drop

(SD) expresses the source effect and a site parameter of κ0
expresses the high frequency attenuation above a corner frequency. 

Fig. 3. Distribution of error residual and standard deviation (STD)

in frequency ranges from the inversion of stochastic ground-motion

model parameters. The error residuals are evaluated by calculating

log(a( f )obs/a( f )est) where a( f )obs is the observed (acceleration)

Fourier spectrum and a( f )est is the theoretically estimated Fourier

spectrum in Eq. 1 by using the inverted stochastic ground-motion

model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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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모델 파라미터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다른 모델 및 가정을

사용할 경우 모델 파라미터 값이 변동될 수 있다. Table 2의

Q( f ) 역산결과는 한반도 남부지역에 대한 평균적인 Q 값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값은 1 Hz 이상에서 이전에 평가된

Q( f ) = 348f 0.54(연관희 등, 2002) 및 Q( f ) = 383f 0.4(김성균

등, 2002)와 비슷한 값이다(Fig. 2(a)). Fig. 3은 주파수 범위에

서의 전체 관측자료에 대한 역산오차 평균 및 표준편차를 보

여주는 그림으로, 1 Hz 이상의 고주파영역에서 평균 로그오차

는 약 1.7배의 오차 범위에 해당되는 0.23으로 계산되었다.

2D Q 토모그래피를 위한 checkerboard 수치검증

2D Q 토모그래피 수치모델 

2D Q 토모그래피 수치모델 역산을 위해 Fig. 4와 같이 한반

도 남부 인근지역에 총 75개의 Q 블록을 설정하였다. 내륙지

역에 설정된 69개의 Q 블럭 격자크기는 약 35 × 44 km2이다.

이러한 격자크기는 경도범위 126oE ~ 130oE와 위도범위 34oN

~ 38.75oN를 각각 10등분, 12등분하여 얻어졌다. 또한 파선이

통과하는 지각깊이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

구에서 고려한 지진 심도의 평균이 10 km 정도여서 깊이별로

별도의 블록을 설정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추정된 Q0, η 값은 10 km 미만에 대해 평균적으로 얻어

지는 Q 값으로 간주될 수 있다. Q 토모그래피 역산시 블록의
Fig. 4. 75 Q blocks set for the checkerboard test of 2D Q

tomography inversion.

Fig. 5. Model setting for 2D Q tomography inversion.



추계학적 지진동모델에 기반한 2D Q 토모그래피 수치모델 역산 197

모양은 자유롭게 설정될 수 있으나, 편의상 Fig. 4와 같은 직

육각형 형상의 블록을 가정하였다.

Fig. 5(a)에는 checkerboard 수치검증에 사용된 75개의 Q 블

럭에 부여된 격자 번호가 나타나 있으며, Fig. 5(b)에는 각 블

록에 설정된 Q0와 η 값이 나타나 있다. Q0의 1 ~ 69 블럭은 좌

우상하의 순으로 한반도 내륙지역에 부여되었으며, 이외의 지

역에 대해서는 서해 북부지역으로부터 시계방향의 순으로

70 ~ 75가 부여되었다. 내륙지역에 대한 1 ~ 69의 Q 블록에 대

해서는 checkerboard 형태를 나타내도록 이웃한 두개의 블록

이 Q0= 100과 Q0= 500의 두개의 서로 다른 값을 갖도록 설

정하였으며, 70 ~ 75의 블록은 Q0= 200의 값을 동일하게 부여

하였다. η 값은 75개의 블록이 0.0에서 1.0사이의 임의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100과 500은 기존에 국내에서 보고된 Q0 값의

범위를 대부분 포함할 수 있는 범위이다.

Checkerboard 수치검증은 스펙트럼 합성자료를 이용한 Q0,

η의 역산결과가 스펙트럼 합성자료에 사용된 Q0, η와 동일한

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checkerboard 수치검증을 위

해서는 Fig. 5에 설정된 Q 블록에 대해 관측자료와 지진규모-

거리-주파수-오차 분포가 동일한 스펙트럼 합성자료의 스펙트

럼 합성자료를 생성하고, 이 자료를 이용하여 블록별 Q0, η 및

이외의 추계학적 지진동 모델파라미터에 대한 비선형 역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스펙트럼 합성자료는 Q 모델을 제외한 Table 2의 광역 단일

Q 모델에 대한 추계학적 지진동모델 파라미터 역산결과 및

(6)식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 스펙트럼 합성자료 생성시에는

관측 스펙트럼의 무작위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6)식에 표

준편차 0.23의 무작위 잡음을 더하였다. 한편 이 값은 광역 단

일 Q 모델을 이용한 추계학적 지진동모델 파라미터 역산시 평

가된 모델링 로그오차의 표준편차인 0.23(Fig. 3)과 동일한 값

으로, 최대한 관측자료와 유사한 스펙트럼 합성자료를 생성하

기 위해 고려하였다. 

Fig. 6은 2D Q 토모그래피 역산에 사용된 파선의 블록별 통

과길이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한반도의 충청 및 경상지역에서

가장 큰 파선밀도를 나타내며, 한반도 남부의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낮은 파선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2D Q 토모그래피 checkerboard 수치검증 역산 절차

Fig 5의 Q 토모그래피 모델에 대해 생성된 스펙트럼 합성자

료를 이용하여 추계학적 지진동 모델파라미터를 역산을 통해

추정하였다. 역산으로 동시에 추정되어야 하는 모델파라미터

벡터 성분의 총 개수는((7)식 참조), 297개의 지진원에 대한 규

모, 응력강하량과 138개의 관측소에 대한 κ0, 75개의 Q 블럭

에 대한 ln(Q0i), ηi의 모델파라미터를 총합산한 882개이다. 비

선형 모델파라미터 역산을 위한 LM 방법은 Numerical

Recipe(Press et al., 1987)에 수록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수치

구현되었다.

역산은 다음과 같이 3단계의 과정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와 같이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취한 이유는 checker-

board 수치검증을 위해 설정된 Q 블록의 공간적인 변화가 매

우 급격한 비현실적인 Q 분포로서 일시에 역산을 수행할 경우

안정적으로 해가 구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Step 1. 75개 블록에 대한 Q0i와 ηi의 초기 값을 추정하는

단계로서, 역산시 지진원 및 부지특성에 대한 개략적인 모델파

라미터는 초기값으로 고정하고, 블록별 Q0i와 ηi 파라미터 만

을 미지수로 하여 이들 값을 추정한다. 이를 위해 지진규모의

초기값은 정해에 표준편차 0.1의 무작위 오차를 더하여 얻어

진 규모를 이용하였으며, 응력강하량(SD)과 κ0는 각각 50bar,

0.02 sec−1의 일정한 값으로 고정하였다. 또한 정확한 관측소

부지증폭함수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관측소 별로 개

략적인 부지증폭함수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측

소 등급별로 얻어진 평균부지증폭함수 Ai( f )class(연관희, 서정

희, 2007)를 해당 관측소에 적용하였다. Q0i와 ηi의 초기 추정

값으로는 330, 0.54가 일률적으로 이용되었다.

Step 2. 관측소별 부지증폭함수의 추정치를 구하는 단계로,

먼저 Step 1에서 추정된 Q0i와 ηi 초기 값을 이용하고, 전체

모델파라미터에 대한 비선형 역산을 수행하게 된다. 관측소별

부지증폭함수의 추정치 Aj( f )est는 Step 1에서 사용된 Ai( f )class

Fig. 6. Distribution of length of ray path crossing each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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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역산을 통해 얻어진 관측소별 잔차의 평균을 더하여 얻어

진다.

Step 3. Step 1에서 추정된 Q0i와 ηi의 초기 값을 동일하게

이용하고, Step 2에서 추정된 Aj( f )est를 이용하여, 전체 모델파

라미터에 대한 비선형 역산을 최종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상의 모든 단계에서 규모의 초기해로는 정해에 표준편차

0.1의 무작위성이 고려된 규모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일차적으

로 수행된 광역 단일 Q 모델에 대한 추계학적 지진동모델 파

라미터 역산 결과 중 지진규모는 지역별 다중 Q 값을 사용할

때나 광역 단일 Q 값을 사용할 경우 지진규모 추정결과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또한

기하학적 감쇠모델 파라미터((7)식의 XG)는 광역 단일 Q 모델

을 사용하여 추정된 값이 Q 토모그래피 모델을 사용할 경우와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2D Q 토모그래피 역

산시 고정시켰다. 이상에서 역산절차시 사용된 모델 파라미터

의 초기해는 Table 3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3. Summary of the initial value of the stochastic ground-motion model parameters used for the inversion conducted in tree steps. Shaded

area indicates that the related parameters or functions are fixed instead of being floated for the inversion.

구분 파라미터/함수 Step 1 Step 2 Step 3

지진원
Mw Mwi = true Mwi + ε

* Mwi = true Mwi + ε

SD (Stress Drop) SDi = 50bar SDi = 50bar

전달
Q( f ) Q0i = 330, ηi = 0.54 Result of Step 1 Result of Step 1

Geo(R) XG = (65 km, 104 km, 1.17, −0.2, 0.5) (see Eq. (8))

부지
κ0 κ0 = 0.02 sec−1

κ0 = 0.02 sec−1
κ0 = 0.02 sec−1

A( f ) Ai( f )class Ai( f )class Aj( f )est from Step 2

*
ε = a random number of standard deviation = 0.1

Fig. 7. Initial estimates of Q0
−1 and η were inverted based on the

fixed Mw, SD (stress drop), and κ0 as a result of Step 1 of the

checkerboard test. Mw was randomized with the standard deviation

(STD) of 0.1. The synthetic spectral dataset was added with random

error of log standard deviation = 0.23.

Fig. 8. Result of Step 2 of the checkerboard test by using classified

Ai( f )class and initial guess of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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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Q 토모그래피 checkerboard 수치검증 역산 결과 및 토론

Fig. 7 ~ 9는 각 단계별로 도출된 모델 파라미터 값과 역산시

사용된 초기값을 동시에 보여 주는 그림이다. Fig. 7은 Step 1

역산과정에 의해 추정된 Q의 초기값 역산결과를 나타낸 그림

이다. 이 그림에서 부정확한 지진원(지진규모, 응력강하) 및 부

지특성(κ0와 부지증폭함수) 파라미터를 고정한 후 역산을 수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Q의 정해에 대한 경향을 대략적으로 파

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한 Q 값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사용된 자료의 수가 많아 Q와 관련된 지진파 전달

특성이 비교적 지진원 및 부지특성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Fig. 9에는 3단계 checker-

board 수치검증 절차에 의해 최종적으로 추정된 Q0i와 ηi 값이

나타나 있다. 이 그림에서 최종적인 추정 결과는 정해와 전체

적으로는 유사하나 약간의 오차를 나타내는데, 이는 관측자료

상의 무작위 불확실성 및 관측소의 부지증폭함수에 대한 정확

한 추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Fig. 10은 Step 3 과정 중 추정된 부지증폭함수 Aj( f )est를 사

용하지 않고 (6)식에 의한 스펙트럼 합성자료에 사용된 부지증

폭함수의 정해(Aj( f )true)를 사용했을 경우에 대한 Q 토모그래

피 역산결과로서, Q 토모그래피 역산시 스펙트럼 합성자료 작

성에 반영된 무작위 오차의 영향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

다. 이 그림에서 응력강하량(SD)의 역산결과가 무작위성 오차

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응력강하량이 관측오차의 무작위성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

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지

역에 대한 응력강하량 분포를 제시하고자 할 경우, 관측자료의

무작위성 및 역산방법에 따른 수치오차 정도를 사전에 평가해

야 만 응력강하량의 실질적인 불확실성 평가가 가능해진다.

Fig. 11은 각 단계별로 도출된 Q0i와 ηi을 정해와 비교한 결

과로서 단계가 진행될 수록 추정결과가 정해와 근접해짐을 알

수 있다. Fig. 7 ~ 9에서 Q 감쇠에 대한 오차 평가시 Q0가 아

닌 Q0
−1에 대한 오차를 표시하였는데 이는 지진파의 Q 감쇠항

(= −πfR/βQ0f
η)이 Q0가 아닌 Q0

−1에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

이다. 

Fig. 12는 부지증폭함수의 정해를 사용하고 무작위 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ε = 0)에 대한 Q 토모그래피 역산결과로

서, 지역별 Q 정해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단계의 Q 토모그래피 역산시 사용된 LM (Levenberg-

Fig. 9. Result of Step 3 of the checkerboard test by using estimated

Aj( f ) and initial guess of Q.
Fig. 10. Result of the checkerboard test by using true Aj( f ) and

initial guess of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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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quardt) 방법의 λ 초기값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0.001 (Press et al., 1987)의 1000배인 1.0이 적합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λ는 LM 방법에서 초기해에서 정해를 찾아가는 모

델파라미터 공간 경로상에서 각 파라미터 증분 계산을 위해

행렬역산 시 대각선 성분에 부여되는 가중치의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λ가 크면 해당 파라미터의 최적해까지의 모델공간

경로상 이동크기(증분)가 커지며, 역으로 작으면, 이동 크기가

작아진다. 블록별 Q 값에 대한 스펙트럼 변화율은 다른 파라

미터에 대한 스펙트럼 변화율보다 매우 작으므로, 다른 파라미

터 증분 계산에 부여되는 가중치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값을

부여 해야지만 행렬역산시 블록별 Q에 대한 적절한 모델 파

라미터 증분 계산이 가능하다. 실제로 Q 토모그래피 역산시

λ를 0.001 ~ 0.01의 범위로 하였을 경우 최적해를 찾아가는데

보다 많은 회수의 반복계산이 필요하거나 해에 수렴되지 않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3은 단계적인 역산수행에 따라 관측소별 부지증폭함수

의 추정 값을 정해로 나눈 비를 나타낸 그림으로, 최종단계에

서 추정된 부지증폭함수(Aj( f )est)는 정해(Aj( f )true)와 평균 로그

표준편차 0.2 차이를 나타내며, 20 Hz 이상에서의 오차는 10

Hz 미만에서의 오차보다 다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고주파 범

위에서 나타난 부지증폭함수 추정결과의 상대적으로 큰 오차

는, Fig. 9에 나타난 κ0 추정결과에서 큰 오차를 유발한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는 부지증폭함수가 고주파에서 κ0와 높

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이며, checkerboard 수치검증을 통해

이들 두 가지 특성을 실질적으로 분리해 내기란 매우 어렵다

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Fig. 9와 Fig. 10의 Q 토모그래피

역산결과는 유사한 정도의 오차를 나타내며, 이를 근거로 부정

확하게 추정된 부지증폭함수와 κ0 값은 Q 토모그래피 역산결과

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특성임을 추정할 수 있다.

Fig. 14는 최종 단계에서 얻어진 Q0i와 ηi의 오차를 블록 격

자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전체적으로 큰 오차분포를 나타내지

는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오차크기가 크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전체 오차분포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블록은  기호를 사

용하여 표시하여 보았다. Q0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오차를 나

타내는 블록 격자는 파선의 밀도가 크지 않은 강원도 북부 지

 

Fig. 11. Change of inverted ln(Q0) and η values from each step of

the checkerboard test procedure adopted in this study. The inverted

values of ln(Q0) and η from Step 3 (□) are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values (×) which were inverted result of symbol ○
in Fig. 10 obtained by using true Aj( f ) with random error of log

STD = 0.23 considered.

Fig. 12. Result of checkerboard test by using true Aj( f ) and initial

guess of Q without consideration of random errors (ε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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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및 동해안 및 남서부 일부 지역이며(Fig. 6 참조), η의 경

우는 특정 지역에 밀집되기 보다는 전 지역에서 균일한 분포

를 갖는 편이다. 

이상의 2D Q 토모그래피 checkerboard 수치검증 결과로부

터, 관측소등급에 따른 개략적인 부지증폭함수를 기반으로 하

여 3단계에 걸쳐 최종적으로 추정된 κ0 및 부지증폭함수가 정

해와 차이가 있고(Fig. 9, Fig. 13), 관측자료 상에서 예상되는

무작위 오차(로그표준편차 = 0.23)를 고려하더라도, 본 연구의

Q 토모그래피 역산방법은 정해와 근접한 Q 값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남부지역의 세부적인 지진파 감쇠특

성을 규명하기 위해, 최근까지 축적된 많은 수의 지진관측자료

를 이용하여 기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였던 Q 토모그래피 역

산을 위한 사전 수치검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강지진동모

사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추계학적 지진동모델

(stochastic point-source ground-motion model; Boore, 2003)에

서 사용되는 Q 값에 대한 2차원(2D; 2 Dimensional) 토모그래

피 역산을 시도함으로써 이들 결과가 강지진동모사에 직접 활

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치검증 방법으로는 Q 토모그래피

Fig. 13. Ratios of site amplification functions (Aj( f )class and Aj( f )est)

relative to true A( f ) (=Aj( f )true). Aj( f )class is the site amplification

function specific to a site which is classified as i category (Yun and

Suh, 2007) and Aj( f )est is the estimated site amplification function

obtained by adding the mean of fitting error residual to the Ai( f )class.

Fig. 14. Spatial error distribution resulted from the inversion Step 3 of the checkerboard test procedure. d(1/Q0) and d(eta) indicate the errors

of (true - estimated) values of Q0
−1 and η. The symbol  indicates the blocks of which errors exceed the 80% fractile of the error distribution

of 75 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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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erboard 시험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측자

료와 지진규모-거리-주파수-오차 분포가 동일한 스펙트럼 합성

자료의 생성이 필요하며, 광역 단일 Q 모델에 대한 추계학적

지진동모델 파라미터 역산결과의 지진원과 부지효과 모델 파

라미터 및 관측자료 상의 무작위 오차(로그표준편차 = 0.23)를

스펙트럼 합성자료 생성시 반영하였다. Q(=Q0f
η) 모델로는 약

35 × 44 km2의 격자크기 및 Q0=100, 500, η = 0.0 ~ 1.0의 값을

갖는 checkerboard 형태의 75개 블록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천

부 지진자료 사용을 가정하여 파선의 깊이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스펙트럼 합성자료 생성에 이용된 모델파라미터의 정

해와 모델파라미터의 역산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checkerboard

수치검증은 3단계에 걸쳐 수행되었는데, 1단계는 블록별 Q의

초기값 추정 단계이며, 2단계는 관측소별 부지증폭함수를 추

정하는 단계, 마지막 3단계에서는 최종적인 Q를 도출하는 단

계이다. 이상의 모든 단계에서 규모의 초기해로는 정해에 표준

편차 0.1의 무작위성이 고려된 규모가 사용되었으며, 기하학적

감쇠모델에 대해서는 광역 단일 Q 모델을 사용하여 추정된 2

절점 기하학적 감쇠모델이 Q 토모그래피 모델을 사용할 경우

와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가정을 하였다. 관측소별 부지증폭함

수의 초기값으로는 기 분류된 관측소 등급(연관희, 서정희,

2007)에 대한 평균 부지증폭함수가 사용되었으며, 3단계의

checkerboard 수치검증 결과 최종적으로 추정된 κ0(고주파 감

쇠상수) 및 A( f )(부지증폭함수)가 정해와 차이가 발생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블록별 Q의 정해는 만족할 정도로 추정할 수

있었다. 한편 블록별 Q0 역산결과의 경우 파선의 통과밀도가

크지 않은 강원도 북부 지역 및 동해안 및 남서부 일부 지역

에서 상대적으로 큰 오차를 나타내었으나, η의 경우는 특정

지역에 밀집되기 보다는 전 지역에서 균일한 오차분포를 나타

내었다. 

이상으로부터 최근까지 축적된 지진자료 및 추계학적 지진

동 모델을 이용한 한반도 남부지역의 2D Q 토모그래피 역산

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역산에 따른 모델 파라미터의 오차특

성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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