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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7년 1월 20일 발생한 ‘오대산지진(M = 4.8)’의 특징적인 점은 근거리 지역 관측소인 DGY(기상청 대관령, 진
앙거리 = 7 km)에서 기록된 비정상적으로 높은 PGA(최대지반가속도) 관측값(> 0.1 g)이다. 한편 DGY 관측소는 진앙지
인근에 위치한 매우 양호한 지진관측소(연관희와 서정희, 2007)로 분류되므로 지진파전달이나 부지증폭특성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고주파지진동에 큰 영향을 주는 지진원 특성인 단층파열방향성(rupture directivity)에 의한 것으로 예비 해석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Boatwright (2007)의 방법을 이용하여 단층파열속도(v)의 전단파속도(c)에 대한 상대적 비(= v/c)
및 파열진행방향과의 이격각(θ, deviation angle)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는 일방향 단층파열방향성(unilateral rupture
directivity)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단층파열방향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앙지 인근 지역의 지진관측소에 대한 점지진원 스펙
트럼 모델(Boore, 2003)에 대한 예측오차를 오대산지진의 전·여진 관측자료을 이용하여 계산한 후, 본진 관측자료를 이
용한 예측오차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였다. 본진의 전·여진에 대한 상대적인 스펙트럼 예측오차로부터 관측소별 PGA의
상대적인 크기를 추정하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오대산지진의 단층파열 방향성을 평가한 결과, 오대산지진 인근에서의 높
은 PGA 관측값은 NWW-SEE 방향의 북측으로 고각을 갖는 단층면상에서 SE 방향을 따라 거의 수직하게 지표면으로 빠
르게 진행된 단층파열의 영향으로 해석되었다.
주요어: 오대산지진, 단층파열방향성, 점지진원 스펙트럼 모델, 방향성함수
Abstract: Fault rupture directivity of the Odaesan earthquake, which was inferred to be the main cause of the high PGAvalue (> 0.1 g) unusually observed at the near-source region, was analyzed by using the data from the nearby (R < 100 km)
dense seismic stations. The Boatwright's method (2007) was adopted for this purpose in which the azimuth and takeoff angle of the unilateral rupture directivity function could be estimated based on the relative peak ground-motions of
seismic stations resulting from the nature of the rupture directivity. In this study, the approximate values of the relative
peak ground-motions was derived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log residuals of the point-source spectral model (Boore,
2003) for the main and secondary events based on the Random Vibration Theory. In this derivation, the spectral difference
for a frequency range between the source corner frequencies of main and secondary events was considered to reflect
only the effect of the fault directivity. The inversion result of the model parameters for the fault directivity function
showed that the fault-plane of NWW-SEE direction dipping steeply to the North with high rupture velocity near upward
in SE direction is responsible for the observed high level of ground-motion at the near-source region.
Keywords: Odaesan earthquake, fault rupture directivity, point-source spectral model, directivity function

서 론

지진동 평가, 즉 강지진동 평가에 많은 불확실성이 수반되고
있다. 중·저 지진활동성 지역에서 강지진동 특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중규모 지진의 관측 특성을 외삽하는 방법이 일반적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때 강지진동 평가의 불확실성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발생빈도가 낮은 중규모 지진에 대한 정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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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지진학적으로 강진 관측기록이 전무한 중·저
지진활동성(moderate- to-low seismicity) 지역에 위치하고 있
어, 지진재해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큰 규모 지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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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ic source parameters reported for Odaesan Earthquake.

지진발생 일자

시/분/초 (KST) 국지 규모

2007.01.20
20:56:53.6
KST: Korea Standard Time

4.8

진앙지

128.5841 E 37.6889 N
o

Comparison of the ground-motion attenuation relation
developed for the Class A seismic stations (Yun and Suh, 2007)
with the corrected PGA-records (Yun
., 2008). The unusually
high PGA-value (> 0.1 g) was obviously observed at the near-source
station (DGY).
Fig.

1.

et al

있는 많은 수의 지진자료가 국내 지진관측망에 계측되었으며,
이 지진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
중의 특징적인 결과는 오대산지진이 한반도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규모의 전형적인 지진특성을 갖는 점과 방사패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연관희, 박동희, 2007)이다. 또한 지
진관측소별 부지특성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최대지반가속도 관
측값을 보정한 결과 기존에 제시된 지진동감쇠식에 의해 잘
예측된 바 있다(연관희 외, 2008).
이밖에 오대산지진 관측자료의 특징적인 점은 근거리에 위
치한 지진관측소(기상청 DGY)에서 기존에 제시된 지진동감쇠
식의 예측값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최대지반가속도
(> 0.1 g)가 관측된 점이다. Fig. 1은 오대산지진 발생시 관측
된 지진자료에 대해 부지효과를 보정한 후 얻어진 지진관측자
료와 지진규모 4.7에 대해 특정 관측소등급(A-class)에 대해 예
상되는 지진동감쇠식을 비교한 그림이다(연관희 외, 2008). 그
림에서 대부분의 관측자료가 지진동감쇠식의 예측결과와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인근 DGY 관측소의 자료는 매우
높은 값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근 지역에서
높은 지진동 관측값을 나타내는 현상은 향후 부지고유의 지진
동 평가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이러한 높은
관측값이 국내 근거리 영역에서의 일반적인 지진동 현상이라

o

깊이

13.1 km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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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향후 지진동감쇠식 개발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만약에 이러한 특성이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기존에 개발
된 감쇠식을 특별히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진동감쇠
식 평가에 있어 특히 지진원과 가까운(R < 50 km) 근거리 지
역에 대한 지진동 평가의 신뢰성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구조물에 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지역은 대부분 근거리 정도로 제한되며, 국내와
같은 중·저 지진활동성 지역에 대해 확률론적인 지진재해도
결과를 기반으로 부지고유의 내진설계응답스펙트럼 개발할 경
우 근거리지진에 의해 스펙트럼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오대산지진 발생시 근거리에서의 높은 지진동 값은 지
진원, 전달, 부지특성 중 지진원 특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지진동 관측값의 원인으로 부지특성이 아닌 이유는 DGY
가 매우 양호한 지진관측소(연관희와 서정희, 2007)로서, 부지
특성을 보정한 후의 관측값도 Fig. 1에서와 같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적 근거리이기 때문에 전달특성에 의해 높
은 지진동값이 나타날 확률은 적다. 이에 따라 근거리에서의 높
은 지진동 값은 지진원 특성 중 특히 고주파에 큰 영향을 주는
단층파열방향성(rupture directivity; Boore and Joyner, 1989)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단층파열방향성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단층파열방
향성의 또 다른 특징은 지진동 크기의 전파 방향별 비대칭성으
로, 오대산지진에 대해 추정된 방사패턴은 이론적인 방사패턴
에 비해 동남동방향 방위각(azimuth angle)의 지진동 크기가 다
소 크게 치우치게 나타나는(참고문헌(연관희, 박동희, 2007)의
Fig. 11, 12 참조) 단층파열방향성의 특징적인 징후를 수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단층파열 방향성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
나 외국에서는 최근 급격히 확대되어 설치·운영되고 있는 고
성능 디지털 지진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중규모 지진에 대한 단
층파열방향성을 분석하고 있다(Mcguire, 2004; Boatwright,
2007). 본 연구에서는 방향성 분석에 대한 연구 중 특히
Boatwright의 최근 연구방법(2007)에 의해 오대산지진을 분석
하고자 한다. Boatwright (2007)는 이미 알려져 있는 단층면
상의 동일 위치에서 발생하는 중규모 지진군(earthquake
cluster)에 대한 다수의 인근 관측소 PGA 값을 이용하여 단층
파열방향성을 추정한 결과, 단층파열방향이 실제 단층면과 매
우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때 지진군에 대해 공통적인
부지특성과 지진원 특성 및 부지고유의 지진동감쇠식 등을
PGA 관측자료에서 제거함으로써 단층파열방향성에 대한
PGA 특징만을 도출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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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지진에 대한 단층파열방향성 추정결과는 오대산지진
에 대해 제시된 두개의 단층면 해석 결과 중 실제 단층면이 어
떤 단층면인지를 결정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오대산
지진은 진앙지 인근에 지표 지질단층이 확인되고 있어 중규모
지진발생과 지질단층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
다. 만약 오대산지진이 지표 지질단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면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평가시 이러한 단층은 특별히
주의 깊게 평가되어야 한다.

본 론
본 연구에서는 오대산지진에 대한 단층파열방향성을 정량적
으로 평가하기 위해 방향성함수의 모델파라미터인 단층파열의
속도(rupture velocity), 방위각(azimuth) 및 수직이출각(take-off
angle) 등을 오대산지진의 본진 및 전진과 여진의 인근 지진관
측소 자료로부터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단층파열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방향성함수의 파라미터 및 주요 특징을 사전에 검토
하고, 방향성함수의 모델파라미터를 간단하게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영역 추정치인 최대지진동(최대지반가속도(PGA)
혹은 최대지반속도(PGV))의 관측소별 상대적인 크기를 단층
파열방향성의 스펙트럼 추정치로부터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오대산지진 관측자료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 론
단층파열 방향성함수 및 파라미터 추정
단층선형지진원으로부터 단층길이(L)보다 충분히 떨어진 지
점에서의 최대지진동에 대한 일방향성(unilateral) 단층파열 방
향성함수는 다음과 같다(Ben-Menahem, 1961).
D = 1 – v- cos θ
c

–1

(1)

rj

여기서 v는 파열속도, c는 지진원에서의 전단파속도이며, θ
는 단층파열방향과 관측소 j에 도달하는 파의 이격각
(deviation angle)이다. Fig. 2(a)에 나타나는 스펙트럼 영역에서
의 방향성함수 특징은 특정 코너주파수 이상의 고주파 스펙트
럼에 대해서만 방향성함수가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코너주파수는 [π · L ·(1/v − 1/c ·cosθ )] 로서 지진원의 단일코
너주파수와 매우 유사하다. Fig. 2(b)는 단층파열속도(v)의 전
단파속도(c)에 대한 상대적 비(v/c) 및 이격각에 따라 지진파
스펙트럼 및 최대지진동이 얼마나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지를
이론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Boore and Joyner, 1978). Fig.
2(b)에서 단층파열속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단층단층파
열속도(v)의 전단파속도(c)에 대한 상대적 비인 v/c = 0.7에 대
해 이격각에 따라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편 단층파열속도가 매우 크고(v/c > 0.7) 단층파열의 방
rj

rj

Effect of shear-wave velocity relative to rupture velocity
ratio (v/β) and deviation angle (θ ) from the fault rupture direction
on the ground-motion spectrum. Strait solid lines indicate envelope
of the theoretical ground-motion spectrum (a). Effect of shear-wave
velocity and deviation angle on the peak ground-motion (b) (Boore
and Joyner, 1978).
Fig. 2.

−1

향과 동일한 방향에 있는 지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방향에
서 단층파열의 영향으로 인해 지진동의 크기가 낮아지는 특징
이 있다.
(2)식은 단층파열방향성에 의한 최대지진동의 관측소별 상
대적인 크기인 ΔlogPGA와 (1)식의 방향성함수 로그값과의
오차제곱을 나타낸다. Boatwright (2007)는 동일한 단층면
에서 동일 단층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지진군에 대해 기록된
관측소별 최대지진동값과 지진동 거리감쇠식에 의한 예측치의
오차 평균에 대한 최대지진동의 관측소별 상대적인 크기가
ΔlogPGA가 됨을 착안하여, (2)식의 오차제곱을 최소화하는 미
지의 단층파열방향성 파라미터에 대한 역산을 수행하여 추정
된 단층파열방향이 실제 단층운동면과 유사함을 확인한 바 있
다. (2)식에서 σ 는 최대지진동 크기와 관련된 표준편차이며,
증폭상수 logb는 최대지진동에 대한 방향성함수를 적절히 정
규화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v
χ = ∑ Δ log PGA + log ⎛⎝ 1 – - cos θ ⎞⎠ – log b / σ
(2)
c
(1), (2)식의 단층파열방향에 대한 이격각 θ 는 방위각과 수
직이출각이 각각 φ 와 ζ 인 관측소 j에 도달된 체적파와 방위
각 φ 과 수직선의 아랫방향으로부터의 측정된 각(이하 단층파
열의 수직이출각)이 ζ 인 단층파열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으로
서 (3)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2

2

j

rj

2
j

j

rj

j

j

r

r

cos θ = cos ( φ – φ ) sin ζ sin ζ + cos ζ cos ζ
rj

r

j

r

j

r

(3)

j

한편 관측소의 방위각과 수직이출각인 φ 와 ζ 는 미리 계산
이 가능하며 ΔlogPGA값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2)와 (3)
식으로부터 단층파열방향성 추정을 위한 미지의 파라미터는
단층파열방향의 방위각과 수직이출각이 포함된 (v/c, φ , ζ ,
logb) 등의 4개가 된다. 또한 비교적 근거리에 다양한 방위각
및 수직이출각을 갖는 다수의 지진관측소에 대한 ΔlogPGA가
있으면 통계적으로 역산시 보다 정확한 단층파열방향성 추정
j

j

r

r

140

연관희

이 가능해 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오대산지진의 본진 및 전·여진 등의 미소지진에 대한
최대지진동 관측값으로부터 추정되는 ΔlogPGA를 이용하여
Boatwright (2007)의 단층파열방향 분석방법을 직접 적용하고
자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1) 전진 및 여진 등의 미
소지진에 대한 PGA 값 상대오차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진동감쇠식이 없다는 점과 2) 전진과 여진의 지진규모가 크
지 않기 때문에 낮은 신호대 잡음비로 인해 최대지진동 값이
왜곡되어 다수의 지진관측소에 대한 신뢰성 있는 ΔlogPGA 값
계산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오대산지진의
미소지진군에 대한 관측소별 점지진원 스펙트럼모델의 오차평
균에 대한 본진의 상대적인 스펙트럼 오차로부터 관측소별 최
대지진동 값을 간접적으로 추정한 후 Boatwright 방법(2007)
을 적용하였다. 미소지진인 경우 최대지진동 값이 잡음에 의해
왜곡된 크기를 나타내나, 스펙트럼영역에서는 신호대잡음(S/
N)비가 높은 가용 주파수대역만을 이용하여 잡음의 영향을 제
거한 시간영역 최대지진동 값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이상에서와 같이 시간영역에서의 최대지진동에 대한 방
향성함수를 사용하는 대신 스펙트럼영역에서의 방향성함수를
이용하여 단층파열방향을 추정할 수도 있으나, 방향성함수의
스펙트럼 형태가 매우 복잡하여 스펙트럼영역에서의 직접 역
산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점지진원스펙트럼 모델의 로그오차로부터 단층파열방향성 추정
특정 지진에 대해 지진관측소 j에서 계측된 기록의 로그 푸
리에 스펙트럼 OBS는 (4)식과 같이 지진원(SRC), 감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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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j( f ) = SRCj( f ) + ATTj( f ) + SITEj( f ) + ERRj( f ) (4)

본 연구에서는 (4)식의 감쇠특성 ATTj를, 비매개변수법(nonparametric method)으로 추정한 스펙트럼 감쇠결과로부터 도
출된 거리-주파수별로 변하는 경험적인 기하학적 감쇠모델
(= GEOemp(Rj, f ))과 한반도 남부지역에 대하여 약 0.4ο 격자크
기별로 서로 다른 Q 값을 갖는 비탄성 감쇠모델의 조합으로
(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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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식에 따르면 관측자료 별로 파
선경로 상의 격자별 Qj(= Q0j f ηj) 및 파선의 격자통과 길이 Rj
에 따라 서로 다른 ATTj가 고려된다. (5)식의 e는 자연로그 상
수이다.
–π fR
(5)
ATTj ( f ) = ⎛⎝ -------------j⎞⎠ ⋅ log ( e ) + GEO emp ( R j, f )
β Qj

(5)식의 관측소 부지특성 SITEj는 지반을 포함한 지각내의 지
층간 탄성임피던스 차이로 인한 탄성증폭특성(A( f ))과 고주파

감쇠상수인 κ0를 파라미터로 하는 지수함수로 표현되는 천부
지각구조(지하 1 ~ 2 km)에 의한 비탄성 감쇠(Anderson and
Hough, 1984)의 조합으로 (6)식과 같이 모델링 된다. (6)식의
2차원 Q 모델에 대한 관측소별 부지특성 Aj( f )는 연관희
(2007)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SITE j ( f ) = log ( A j ( f ) ) – π ⋅ f ⋅ κ0 j ⋅ log ( e )

(6)

개별적인 지진관측자료 스펙트럼으로부터 전달특성(ATTj)과
부지특성(SITEj)을 제거할 경우, (4)식에 의해 지진원 스펙트럼
을 계산할 수 있고, 특정 지진에 대한 다수의 국내 지진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적인 지진원 스펙트럼인 SRC를 (7)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SRC ( f ) = ∑ SRC ( f ) / N (N = 관측자료의 수)
(7)
일반적으로 (4)식의 지진파 스펙트럼 모델링 오차 ERR( f )
는 지진원-전달-부지특성이 제거된 무작위 오차로 취급된다.
본 연구에서는 ERR( f )를 무작위 오차로 취급하지 않고 (8)식
처럼 특정 관측소 j에 대하여 국부적인 지진파전달
(ATTjloc( f )), 부지특성(SITEjloc( f )) 및 점지진원으로 고려할 수
없는 방사특성 및 단층파열방향성의 함수의 합산으로 가정하
였다.
N

j

j=1

loc
ERRj( f ) = ATT loc
j ( f ) + SITE j ( f ) + RAD j ( f ) + Dirj ( f ) + ε ( f )
(8)
(8)
RADj( f )
j
((1) )
, Dirj( f )
. ε( f )
.
·
(8)
ERR( f )(= ERRMj( f ))
ERR( f ) (= ERRj ( f ) )
,
j
(DirMj( f )) (9)
.

식에서
는 관측소 에 따른 오차의 크기 변화를 나
는 방향성함수 식
타내는 방사패턴을 나타내며
의 주파수영역에서의 로그 스펙트럼 크기를 나타낸다 는
무작위성 오차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와 전 여진
한편 식의 본진에 대한
에 대한 평균
의 차이를 이용할 경우 본
진에 대한 관측소 의 단층파열방향성
이 식과 같
이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해 추출이 될 수 있다 이는 유사 지
진발생지점에 대한 지진관측기록을 이용하면 국부적인 지진파
전달, 부지특성 등이 동일하고 단층파열방향성이 Fig.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코너주파수 이상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이
다. 이에 따르면 본진에 대한 코너주파수를 f0M, 전·여진 등
의 미소지진에 대한 코너주파수를 f0s라고 할 경우 ΔERRj( f )
이 본진에 대한 관측소 j의 방향성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주
파수대역은 f0s < f < f0M 가 된다. 한편 본진과 전·여진은 단층
운동방향이 완벽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9)식의 도출을 위해
전·여진에 대한 평균 ERR( f )가 본진과 유사한 방사특성
(RADj( f ))을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Δ ERR ( f ) = ( ERR ( f ) – ERR ( f ) ) ≒ Dir ( f ) ( f0M < f < f0S)
j

Mj

j

Mj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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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tic figures of source spectra of main and secondary
events (a) and spectral features of fault rupture directivity shown 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normalized source spectra (b).
Fig. 3.

( j = 관측소, M = 본진, f0M = 본진의 코너주파수, f0s = 전·여진
의 코너주파수)
Fig. 3은 본진과 전·여진의 지진원 스펙트럼으로부터 (9)식

을 이용한 주파수영역에서의 단층파열방향성을 도출하는 과정
에 대한 모식도이다. Fig. 3(a)는 오대산지진의 본진 및 전·여
진에 대해 예상되는 단층길이에 대해 단층파열방향과의 이격
각(θ )에 따른 고주파수 스펙트럼의 특성 차이를 강조하고자
단층파열함수 스펙트럼을 반시계 방향으로 45o 회전시킨 결과
이다. 이때 본진과 전·여진의 지진규모 차이(ΔM )는 2.8, 단
층길이(L)에 대해서는 각각 1 km, 0.03 km 값을 임의로 가정
하였다. Fig. 3(b)는 Fig. 3(a)의 지진원 스펙트럼과 본진 및
전·여진에 대해 동일한 전달부지특성을 이용하여 (4)식의
ERR( f )를 본진 및 전·여진에 대한 평가한 결과이다. 이러한
과정은 지진원을 동일(equalization)시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본진과 전·여진의 코너주파수 사이 구간에서의 이들
스펙트럼간의 차이는 본진과 전·여진이 유사한 방사특성을
갖는 경우 Fig. 3(b)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층파열방향성의 특
징만을 나타낼 수 있다.
단층파열방향성의 스펙트럼 모델로부터 시간영역 최대지진동의
상대적인 크기 추정
코너주파수가 f0인 Brune의 지진원스펙트럼(Brune, 1970,
1971) 및 최대주파수 f 가 주어진 경우, RVT (Random
Vibration Theory; Boore, 2004) 이론에 의해 (10), (11)식과 같이
시간이력가속도의 RMS 값인 a 및 최대값의 평균기대치인
PGA가 계산된다(Hanks and McGuire, 1981). 여기서 f0는 지진
규모에 따른 단층면적에 반비례하여 변화하는 파라미터이다.
w

max

rms

fmaxarms ∝ Δ σ ---------f0

(10)

Change of the high-frequency spectral level of Brune's
source model according to stress drops.
Fig.

4.

2 fmax-⎞
PGA ∝ arms 2 ln ⎛⎝ ----------f0 ⎠

(11)

한편 고주파( f ≫ f0) 스펙트럼 수준 a 는 Brune의 스펙트럼
모델의 독립적인 2개의 모델파라미터인 응력강하(Δσ), 지진모
멘트(M0)와 (12)식과 같은 관계가 있다(Atkinson and Hanks,
1995). (12)식의 응력강하는 종종 고주파 응력강하로도 불리우
는데 이 이유는 지진원 코너주파수 이상의 고주파에서 (12)식
처럼 스펙트럼수준(a )이 응력강하에 거의 비례하여 스케일링
되기 때문이다(Fig. 4 참조).
hf

hf

ahf ∝ Δ σ2/3 ⋅ M 0 1/3

(12)

(10), (11)식과 Δ σ ∝ f 30 의 관계식(Brune, 1970, 1971), 그리
고 오대산지진의 코너주파수에 대해 예상되는 1 < f0 < 2 Hz의
구간에 대해 수치적으로 추정된 (13)식과 같은 비례관계식을
이용하면 고주파스펙트럼 수준으로부터 PGA의 크기를 개략
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14)식이 얻어진다. 이때 M0는 동일 지
진원에 대해 고정시킬수 있고 fmax는 지진관측시스템의 차단주
파수인 40 Hz로 하였다.
2 fmax-⎞
∝ f –00.812 ∝ Δ σ–0.812
2 ln ⎛⎝ ----------f0 ⎠
PGA ∝ Δ σ 0.562 ∝ a0.844
hf

⁄

3

(13)
(14)

(14)식을 도출하는데 있어 고주파스펙트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Δσ 를 지진원파라미터로 고려하지 않고 단층파열방향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관측소별 고주파스
펙트럼 스케일링 파라미터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수학적인 전
개는 단층파열방향성 및 응력강하량 모두가 지진원 코너주파수
이상의 고주파스펙트럼에 큰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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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urce parameters for the fore and aftershocks of Odaesan Earthquake.

기상청 (박종찬, 2007)
위도( )
경도( )

발생시각

o

07/01/19 09:06:23
07/01/20 21:08:53
07/01/20 21:20:56
07/01/20 21:28:53
07/01/21 07:36:02

128.57
128.60
128.60
128.61
128.56

지질자원연구원 (KIGAM, 2008)
경도( )
위도( )

o

o

37.69
37.69
37.69
37.69
37.69

o

128.6742
−
−
−
−

37.6904
−
−
−
−

규모
2.0
1.3
1.2
1.6
1.1

M

w

(est.)
2.4
2.2
2.1
2.3
1.9

Δσ

(est.)
19
318
39
422
11

비고
전진
여진
여진
여진
여진

착안되었다. (14)식의 PGA ∝ Δσ 관계식은 Boore (1983)
가 제시한 PGA ∝ Δ σ 와는 다른데, 이 이유는 Boore
(1983)의 경우 규모 5.0 이상의 지진에 대해 (13)식을 도출한 반
면, 본 연구에서는 규모 5.0 정도의 지진에 대해 동 관계식 추
정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14)식으로부터 (15)식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Δlogahf 는 단층파열방향과 관측소별 이격각에 따른 고주파 스
펙트럼의 상대적인 수준으로 (15)식을 통해 시간영역에서의 상
대적인 최대지진동 값을 개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한편
Δlogahf 는 (9)식에서 정의된 ΔERRj( f )를 단층파열방향성이 나
타나는 주파수대역에 대해 계산한 가중평균값((16)식)으로 근
사될 수 있다.
0.562

0.80

Δ log PGA ≈ 0.844 ⋅ Δ log ahf
N

∑ dfl ⋅ ΔERRj( fl )
l

(15)

f

식 참조)

Δ log ahf = -------------------------------------------( f0M < f < f0s, (9)
N
dfl
= 1

∑
f

i

(16)

= 1

(9)식에서 Nf = 가용주파수 구간내의 이산주파수대역 분할
개수, dfl = l 번째 이산주파수대역의 크기이다.

지진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관측자료는 오대산지진의 본진 및 전진,
여진(Table 2 참조)에 대한 국가 지진관측망 자료이다. Table
3은 오대산지진의 단층파열 방향성 분석에 사용된 관측소에
대한 정보이며, Fig. 5는 관측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Table 3에서 선정된 지진관측소는 전진 및 여진 등의 미소지
진에 대해 주파수 신호대역이 넓은 신호를 기록하는 근거리
관측소 및 잡음이 많지 않는 관측환경이 양호한 관측소로 선
정하였으며, 지진파 전달 방향별로 균일한 분포로 위치하고 있
어 단층파열방향성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 Table 3의 오대산
지진에 대한 관측소별 이출각은 Herrmann (2008)이 계산한 값
을 이용하였으며, 계산되지 않은 관측소의 이출각은 거리에 대
해 내삽된 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식의 점지진원 스펙트럼모델을 기반으로
오대산지진의 방향성을 추정하기 때문에 Table 3의 지진관측자

Epicenter (★) and locations of seismic stations used for
the analysis of fault rupture directivity for Odaesan Earthquake.
Fig. 5.

료에 대해 S파 푸리에스펙트럼을 계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
측자료에 대한 S파 시간영역에 대한 시간 윈도우 적용, 계기보
정(instrumental correction), 수평성분 스펙트럼 계산 및 벡터합
성 등의 자료처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S파 시간윈도우
구간에는 양끝 5%의 cosine tapering을 실시한 후 스펙트럼을
계산하고, S/N비가 3 ~ 4배 이상 되는 주파수 구간의 스펙트럼
자료 만을 취하였다. 수평성분 스펙트럼은 동서, 남북성분의 푸
리에스펙트럼을 벡터합성하여 얻어졌으며, 스펙트럼 계산에는
시간창 길이에 관계없이 나이퀴스트 주파수 이내에서 1,024개
의 주파수 계산점을 일률적으로 이용하였다. 한편 국내 지진관
측자료의 경우 대개 100 샘플링 자료이고, 이에 대한 나이퀴스
트 주파수는 50 Hz 이므로, 스펙트럼이 계산된 주파수 간격은
약 0.05 Hz (≒ 50 Hz /1,024)이다. 한편 가용 주파수 구간에 대
해서 약 0.4 옥타브 간격의 스펙트럼 평활화를 실시하였다.

단층파열방향성 분석 결과 및 토론
Fig. 6은 스펙트럼 영역에서의 오대산지진 단층파열특성인
(9)식의 ΔERRj( f ) 추정을 위해, Table 3의 지진관측소에 대해
도출한 ΔERRMj( f )와 ERRj( f ) 를 나타낸 그림이다. ΔERRMj( f )

오대산지진(M=4.8, '07. 1. 20)의 단층파열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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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information used for the analysis of fault rupture directivity of Odaesan Earthquake.
(o)
-169.5
-150.4
-124.7
-114.5
-91.1
-82.2
-52.0
-12.0
-5.4
76.7
88.1
112.7
144.5
151.9
165.3
166.9

와 ERR ( f ) 계산을 위해서는 (4)식으로부터 지진원, 관측소별
감쇠특성(ATTj( f )) 및 부지 고유효과(SITEj( f ))를 제거하여야
한다. ATTj( f )와 SITEj( f )로는 연관희(2007)의 결과가 이용되
었으며, ΔERRMj( f ) 계산시에는 오대산지진에 대한 SRC (연관
희와 박동희, 2007)가 사용되었다. 전·여진에 대한 ERR ( f )
계산시에는 모멘트규모와 응력강하량으로 표현될 수 있는
Brune의 이론적인 스펙트럼(Table 2 참조)이 SRC 대신 사용
되었다. 본진에 대해 Brune의 이론적인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대신 지진원 스펙트럼의 추정치를 사용한 이유는 중규모 이상
의 지진원에서 확인된 2-corner 주파수 지진원특성으로 인해
Brune의 이론적인 스펙트럼 모델과 중간 주파수대역에서 편향
을 나타내기 때문이다(연관희, 박동희, 2007). 또한 Fig. 6에서
알 수 있듯이 관측소에 대해 추정된 부지증폭함수가 사용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ERR ( f ) 가 주파수별로 특정 편향을 나타내
고 있는데, 이는 오대산지진군에 대한 국부적인 전달, 부지 혹
은 방사특성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9)식에 따르면 ERRMj( f )와 ERR ( f ) 의 차이인 ΔERRj( f )
는 본진에 대한 방향성(DirMj( f ))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차이는 Fig. 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관측소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근거리 지진관측소인 DGY
의 경우에는 ERRMj( f )가 ERR ( f ) 에 비해 2 ~ 10 Hz의 고주
파수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DGY 관측소가 단층파열 방향이 진행되는 쪽에 위치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이밖에 오대산지진의 진앙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사한 방위각을 갖는 인근에 위치한 동해관측소(TOH)나 신태
백(NTY)관측소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스펙트럼의 크기를 나타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층파열방향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스펙트
럼의 방향성 추정치로부터 ΔlogPGA를 계산한 후 (15(식) 이
용) 이론적인 방향성함수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2)식을 최소화

하는 방향성함수의 모델파라미터인 (v/c, φr , ζ r, logb)를 추정
하였다. 이때 사용된 역산방법은 Numerical Recipe (Press et
al., 1996)의 downhill simplex 비선형 방법이 사용되었다. 역
산시 φ r와 ζ r의 초기해로는 ΔlogPGA를 최대로 하는 DGY
관측소에 대한 방위각 및 수직이출각이 사용되었다. 또한 단층
파열방향성 파라미터를 역산하기 위해서는 ΔlogPGA의 표준
편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표준편차는 Fig. 6의 ERR ( f ) 에 대
한 스펙트럼 표준편차의 주파수 평균값으로부터 계산하였다.
한편 (16)식으로부터 오대산지진에 대한 방향성의 스펙트럼
크기 Δlogahf 를 계산하고 이로부터 시간영역의 최대지진동 값
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주파수구간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해 Fig. 6에서 단층방향성 특징으로 추정되는 상대적으로 높은
고주파가 가장 잘 나타난 근거리 지진관측소인 DGY 관측소
의 스펙트럼 크기로부터 약 2 ~ 5.2 Hz의 주파수대역을 선택
하였다. 2 Hz는 (9)식에 따라 본진의 코너주파수( f M) 이상의
값이며, 5.2 Hz는 전·여진에 대해 예상되는 10 Hz 이상의 높
은 코너주파수( f s) 이하의 값이다. 5.2 Hz는 Δlogahf 계산에
사용된 최대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역산시 (2)식에 대해 최소
오차를 나타내는 최대 주파수 값으로 채택하였다. Table 4는
본진과 전·여진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추정된 오대
산지진 인근 관측자료의 ΔlogPGA 추정값과 표준편차를 나타
낸다. Table 4에서 확인되는 점은 전·여진에 대한 ERR ( f )
스펙트럼 표준편차의 주파수 평균값으로부터 계산된 ΔlogPGA
의 표준편차가 현재까지 최대지진동 추정치의 오차와 관련하여
알려진 최저치인 0.18 (Atkinson, 2006) 보다 작다는(표준편차
평균 = 0.11 ± 0.04) 점이다. 이는 국부적인 전달, 부지특성 이외
에 전·여진의 ERR ( f ) 스펙트럼 표준편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대산지진 전·여진군의 방사특성이 서로 유사함을 의미
하며, (9)식의 ΔERRj( f )이 오대산지진 본진의 방향성함수 특성
만을 나타내기 위한 주요 조건을 대체적으로 만족시킨다고 할

j

j

j

j

j

φ

i

(o)
93.5
93.0
93.9
93.0
93.0
93.0
94.5
92.0
93.0
101.4
125.6
94.8
93.5
93.0
100.6
97.0
ζ

i

Repi (km)
58.41
68.89
56.59
68.75
61.92
68.38
53.12
102.48
67.05
27.49
7.93
51.76
58.42
70.87
29.64
42.62

운영기관

No
Station
Longitude (o)
Latitude (o)
1
YOW
128.4558
37.1737
2
JEC
128.1912
37.1538
3
WJU
128.0526
37.4034
4
KSR
127.8844
37.4421
5
HOC
127.8804
37.6836
6
CHC
127.8145
37.7776
7
IJA
128.1111
37.9867
8
KSA
128.3538
38.5926
9
SKC
128.5219
38.2899
10
KAN
128.8893
37.7425
11
DGY
128.6742
37.6904
12
TOH
129.1226
37.5026
13
NTY
128.9612
37.2571
14
TBA
128.9523
37.1227
15
JES
128.6654
37.4303
16
JSB
128.6876
37.3146
KMA: 기상청, KIGAM: 지질자원연구원, KEPRI: 전력연구원

KMA
KMA
KMA
KIGAM
KMA
KMA
KMA
KIGAM
KMA
KMA
KMA
KMA
KEPRI
KMA
KMA
KIGAM

j

0

0

j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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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log residuals for Odaesan mainshock with mean and ±1σ of log residuals for the secondary events. The log residual
is the observed log spectral level minus the prediced values by the point-source spectral model of Boore (2003).
Fig. 6.

수 있다
에서 관측소의 경우
이상의 초고주파수
에서는 방향성에 의해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상대적인 크기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주파에서 관측된 지진파가 실체
파가 아니거나 전·여진도 본진과 유사한 높은 방향성을 갖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상에서와 같이 비가 양호
한 특정 주파수대역에 대한 Δ a 추정값 식 만으로
Δ PGA를 추정하기 때문에 Δ PGA를 시간영역에서 직접
.

Fig. 6

DGY

10 Hz

,

.

S/N

log

log

log

hf

((16)

)

추정하는
의 방법 보다 본진에 비해 전여진
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을 경우 단층파열방향성 평가를
위한 미소지진 자료처리시 유리하다
은
의 값을 이용한 역산결과에 의해 추정된 방향
성함수 모델파라미터에 대한 방향성함수의 추정값과 Δ PGA
관측값을 비교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에는
를
이용하여 작성한 관측소별 수직이출각과 방위각 및 Δ PGA
추정값을 이용하여 도시한
투영도와
Boatwright

(2007)

.

Fig. 7

Table 4

log

. Fig. 8

Table 3, 4
log

stereonet

Boatw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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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stimated values of relative peak ground-motion (Δlog PGA) for each seismic stations and standard deviation of log residual (σ log10).
ΔlogPGA was estimated by ΔERR ( f ) for the frequency range of 2~5.2 Hz.
j

No
1
2
3
4
5
6
7
8

Station
YOW
JEC
WJU
KSR
HOC
CHC
IJA
KSA

Δlog PGA

0.127
0.000
0.003
0.002
−0.060
−0.039
−0.006
−0.161

σ log10

0.181
0.160
0.059
0.090
0.082
0.114
0.131
0.093

No
9
10
11
12
13
14
15
16

Station
SKC
KAN
DGY
TOH
NTY
TBA
JES
JSB

Δlog PGA
−0.062

0.081
0.316
0.121
0.152
0.119
0.138
0.101

σ log10

0.040
0.106
0.109
0.126
0.108
0.147
0.148
0.098

Estimated values of relative peak ground-motions derived
from the relative spectral level of difference between the log
residuals for the main and secondary events are compared with the
predicted values of rupture directivity function (Eq. (1)) calculated
by using the inverted model parameters.
Fig. 7.

(2007)의 방법을 이용한 단층파열방향성 평가 결과가 오대산지
진에 대한 단층면 추정결과와 함께 도시되어 있다. Fig. 8의 관
측소별 stereonet 투영도 작성시 이출각이 90o 이상인 경우는
원구의 상반에 투영하였다.

오대산지진에 대해 추정된 본진의 단층파열 방향성 추정결과
는 주향 = 146 , 수직이출각 = 164 , v/c = 0.77로 얻어졌다. 단층
파열속도의 전단파속도에 대한 상대적인 비 v/c = 0.77는
Boatwright (2007)가 분류한 강한 단층파열속도의 범위인
0.63 ≤ v / c ≤ 0.87 에 속한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오대산지
진의 단층파열은 전력연구원이 운영 중인 신태백변전소 지진
관측소(NTY) 방향으로 수직전파에 가깝게 강한 방향성을 나
타낸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수직이출각이 큰 지점에 위
치한 대관령 지진관측소에서 높은 지진동이 관측된 결과로 설
명할 수 있다. Fig. 8을 통해 Table 3의 지진관측소에 대해 계
산된 ΔlogPGA 추정값이 공간적으로는 방위각이 남동방향인
관측소에서는 양의 값을 나타내는 반면, 북서방향의 방위각를
갖는 관측소는 음의 ΔlogPGA 추정값을 나타내고 있어 대체적
인 단층파열방향성이 남동(SE)방향임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Fig. 8에는 ± 2σ의 오차범위가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o

o

Analysis result of fault rupture directivity for Odaesan
Earthquake by using modified Boatwright's method (2007). Great
circles for the focal mechanism of Jo and Baag (2007) are drawn
with numbers of strike/dip and deviation angle from the fault
rupture vector written below in degree (o).
Fig.

8.

오차범위는 4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경우 ± 2σ의 오차범위가
최적해로부터 Δχ = 9.7이 되는 파라미터 값이 됨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Boatwright (2007)는 그가 분석한 단층파열방향성 결과가 실
제 단층해를 적절히 잘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오대
산지진에 대한 실제 단층면은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지질단
층의 주된 방향성을 근거로 대개는 NNE-SSW 방향이 실제단
층면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경재복, 2007; 김준경,
2007). 만약에 오대산지진과 같은 중규모 지진이 지표단층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확률론적 지진재해도(PSHA) 산
정시 이러한 단층의 최대 지진규모를 결정하고 단층지진원으
로 해석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지표단층
이 실제 기진 단층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실제 단층면이 어떤 방향인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분석자 간에 서로 다른 단층면 분석결과이다. Table 5는 오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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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different study results of focal mechanisms with fault rupture directivity estimated in this study for Odaesan
Earthquake. dev1 and dev2 represents the angle between two conjugate fault-planes in degree (o).
Table

5.

연구결과
KIGAM (2008)
Herrmann (2008)
경재복 외 (2007)
Jo and Baag (2007)
Havard CMT (2008)

NNE-SSW 방향
Strike
Dip
dev1
026
79
25
205
85
09
020
85
18
020
70
33
026
88
16

EES-NWW 방향
Strike
Dip
dev2
120
74
23
115
85
13
110
85
14
284
76
03
296
85
03

산지진의 단층면해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로서, 단층면해는
NNE-SSW 방향 혹은 NWW-SEE 방향의 단층면 해를 갖는 것
은 대체적으로 일치하나 유사 주향방향에 대해 단층면의 경사
방향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추정된 단
층파열방향성의 수직이출각이 매우 크며 단층운동이 거의 주
향이동성이기 때문에 실제단층면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Table 5와 같이 여러 분석자
가 제시한 단층면과 본 연구에서 추정된 단층파열방향간의 사
이각을 계산하여 보았다. Double-couple 지진원모델(Aki와
Richard, 2002)을 기반으로 하여 관측자료의 적합결과로부터
추정되는 이론적인 단층면해는 서로 수직인 두 개의 평면이 제
시되는데, 추정된 단층면해와 단층파열방향과의 사이각의 차이
가 작을 수록, 다른 공액(conjugate) 단층면과의 사이각과의 차
이가 클수록 실제 단층면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Table 5에
서 이러한 조건을 최상으로 만족하는 결과는 Jo와 Baag (2007)
의 결과이다. Jo와 Baag의 단층면 해석결과 중 NWW-SEE 방
향의 단층면과 단층파열방향과의 사이각은 3 이며 NNE-SSW
방향의 단층면과의 사이각은 33 로 나타났다. 추정된 단층파
열방향성이 두개의 단층면 해석결과 중 어떤 면에 보다 부합
되는 지는 Fig. 8에서와 같이 도식적으로도 비교가 가능하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2008)에서 제시한 두 개의 단층
면과의 비교결과 두 단층면 모두에 대해 대체로 큰 사이각을
나타내었으며, Herrmann (2008) 연구결과와의 비교에서는
NNE-SSW 방향의 단층면이 단층파열방향에 보다 유사한 방향
성을 나타내었으나, Jo와 Baag (2007)의 비교결과에 비해 사이
각이 상대적으로 크고 NWW-SEE 방향의 단층면과의 사이각
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Jo와 Baag (2007)의
NWW-SEE 방향 단층면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추정된 단층파
열방향과 유사한 단층면은 Havard CMT (2008) 결과로서,
NWW-SEE 방향 단층면은 Jo와 Baag (2007)의 단층면 사이각
과 유사하였으나, 공액 단층면과의 사이각은 상대적으로 작
았다.
일반적으로 단층면 해석결과와 단층파열방향성 추정결과에
는 오차가 있어 확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이상의
오대산지진 단층면 해석결과와 단층파열방향성 분석 결과 비
교를 통해 NWW-SEE 방향의 북쪽 방향으로 고각을 갖는 단
층면이 실제 오대산지진의 단층면일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o

o

기진단층
방향
−

NNE
EEW
EEW
EEW

Min
(dev1, dev2)

Abs
(dev1-dev2)

23
09
14
03
03

02
04
04
30
13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내륙지역
에서 발생할 경우 조밀한 인근 관측소의 고주파 관측자료에
대한 단층파열방향성 분석을 통해 실제 단층면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Boatwright의 중요한 연구결과(2007)의 하나는 단층파열방
향성이 큰 지진인 경우(v/c > 0.7), 파열이 진행된 방향(이격각
70 이내)으로 여진의 진앙지가 분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
진의 공간적인 분포를 검토하는 것도 실제 단층면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기상청이 제시한 오대산지진의
전·여진이 동서방향으로 정렬되는 경향이 있어(박종찬, 2007),
본 연구에서 제시된 NWW-SEE 단층면 상의 단층파열방향성
과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나타내었다. 향후 보다 정확한 전·여
진군의 진앙지 및 진원깊이를 분석하여 본 연구결과가 검증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이 지역에 대한 부우게중력
이상도(지질자원연구원, 2003)에서 확인된 NWW-SEE 방향으
로의 중력이상 선형성 역시 오대산지진에 대해 제시된 NWWSEE 단층면해와 보다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결 론
2007년 1월 20일 발생한 ‘오대산지진(M = 4.8)’ 발생시 근
거리 지역 관측소인 DGY(기상청 대관령, 진앙거리 = 7 km)에
서 기록된 비정상적으로 높은 PGA(최대지반가속도) 관측값
(> 0.1 g)을 해석하기 위해 오대산지진의 본진 및 전·여진에
대한 인근(R < 100 km) 지진관측소 관측자료를 이용하여(일방
향성) 단층파열의 방향성(unilateral rupture directivity)을 평가
하였다.
이를 위해 관측소별로 주파수영역에서의 파열방향성 크기로
부터 추정된 시간영역 파열방향성 크기를 이용하여 고주파 스
펙트럼 수준에 큰 영향을 주는 방향성함수의 파열속도 및 파
열방향에 대한 이격각 등의 모델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주파
수영역에서의 파열방향성 크기는 본진과 전·여진의 코너주파
수 사이 구간에 대한 점지진원 스펙트럼 모델의 로그오차의
차이((9)식의 ΔERR ( f ))로부터 추정되었으며, Brune의 응력강
하량(Δσ)을 매개로 하여 RVT 이론(Boore, 1983)에 따라 시간
영역의 파열방향성크기인 ΔlogPGA로 환산되었다. 스펙트럼
상의 ΔERR ( f )를 검토한 결과 DGY 관측소를 포함하여 방위
L

j

j

오대산지진 M
(

의 단층파열방향성

=4.8, '07. 1. 20)

각이 남동방향에 위치한 대다수의 지진관측소 기록에서 단층
파열방향성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단층파열방향성의 보다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관측소별로
추정된 Δ PGA로부터
의 방법을 이용하여
단층파열속도 v 의 전단파속도 c 에 대한 상대적 비 v c 및
파열진행방향과의 이격각 θ
에 대한 함수로 주
어지는 단층파열방향성을 평가한 결과 오대산지진 인근에서의
높은 PGA 관측값은
방향의 북쪽 고경사를 갖는
단층면상에서 방향을 따라 거의 수직하게 지표면으로 빠르
게 진행된 단층파열의 영향으로 해석되었으며 오대산지진 진
앙지 인근 지표에 주로 존재하는
방향의 지질단층
과 오대산지진의 관련성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추정된 단층파열방향은 기존에 오대산지진에 대해
얻어진 단층면 해석결과 중 와
의
방
경사 과 가장 잘 부합하였다
향의 단층면 주향
향후 내륙지역에서 발생하는 중규모 이상의 지진에 대한 실
제 단층면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단층파열방향성 분석방법을
진앙지 인근에 밀집된 지진관측소 자료에 적용함으로써 추정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근거리 지진동 평가시 중
규모 이상 지진의 주요 특징인 단층파열방향성에 대한 합리적
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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