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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 지진파의 푸리에 가속도스펙트럼(Fourier Acceleration Spectrum)에 기반한 계측진도 평가방법(Sokolov and Wald, 
2002)의 국내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논문(연관희 등, 2009)에서 평가된 국내 지진의 진도 MMI ≤ Ⅳ 범위에 대한 진도별 FAS 
평균(m)과 표준편차(σ) 모델을 이용하여, FAS 진도평가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보았다. FAS 통계특성 모델 평가시 사용된 지진관측자

료의 FAS를 이용하고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FAS 진도평가기법을 적용할 경우 관측된 진도를 σ = 0.74 MMI의 오차로 추정

할 수 있었으며, 오차의 지진규모-거리 의존성을 추가로 보정할 경우 오차를 σ = 0.61 MMI 까지도 저감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방법을 

MMI ≤ Ⅳ에 대한 국내 FAS 통계특성 모델과 MMI ≥ Ⅴ에 대한 전 세계 FAS 통계특성 모델을 함께 이용하여, 진도 Ⅵ 이상인 

국내 피해지진의 진도를 미소지진관측자료의 지진원특성을 이론적으로 증가시켜 도출된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최대 진도추정 

오차 0.63 이내로 예측할 수 있었다.

주요어 계측 지진진도, 푸리에 가속도 스펙트럼, 부지증폭함수 등급

ABSTRACT >> A method of instrumentally estimating seismic intensity (MMI) based on the Fourier Acceleration Spectrum of 
earthquake ground-motion, the so-called ‘FAS MMI method' of Sokolov and Wald (2002), was evaluated for its applicability to 
Korea based on the empirical models of mean (m) and standard deviation (σ) for Korea according to individual seismic intensity 
for MMI ≤ Ⅳ (Yun et al., 2009). This evaluation showed that the error in estimating the seismic intensity using the FAS MMI 
method is σ = 0.74 MMI, and was further reduced to σ = 0.61 MMI if the dependency of the error on earthquake magnitude 
and distance is additionally corrected. It is also shown that FAS MMI based on the FAS semi-empirically evaluated from small 
earthquakes for damaging earthquakes in Korea with maximum MMI ≥ Ⅵ could predict the observed MMI with the maximum 
error of 0.63 by using the combined FAS m-σ models of Korea for MMI ≤ Ⅳ and global region for MMI ≥ Ⅴ.

Key words Instrumental seismic intensity, Fourier acceleration spectra, Class of site amplificati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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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지반가속도 지진관측기록의 푸리에 스펙

트럼을 이용하여 계측진도를 평가할 수 있는 ‘FAS (Fourier 

Acceleration Spectrum) 진도평가 방법’(1),(2)
의 국내 적용성

을 검토하였다. 관련 논문
(3)
에서는 FAS 진도평가 방법을 구

현하기 위해 필요한 진도별 지진파 FAS 평균값 및 표준편

차 모델을 진도 Ⅳ이하의 국내 지진관측자료를 기반으로 개

발한 바 있다. FAS 진도평가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강진자료의 MM 진도별 지진파 FAS 로그값의 통계적인 특

성(그림 1의 평균과 표준편차)을 이용하여 관측된 FAS로부

터 관측지점의 최적 MM 진도(Modified Mercalli 

Intensity, 이하 진도는 MMI를 지칭)를 확률론적으로 추정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지역에 따라 경험적으로 개발되는 

PGA/V (Peak Ground Acceleration/Velocity)-진도 관계식

과는 다르게, 전 세계 지역의 평균적인 진도-스펙트럼 크기

를 이용하는 특징이 있다. 국외에서 PGA/V-진도 관계식이 

개발되어 있는 지역은 대개 강진 지역으로서 내진설계 수준

이 매우 높게 설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내진설계 수준이 상

대적으로 낮은 국내에 바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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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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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진도(Ⅳ～Ⅸ)에 대한 지진관측자료의 주파수별 로그 FAS의 평

균(a) 및 분산(b) (Sokolov and Wald(2))

<그림 2> 가장 큰 상관계수(0.86)를 갖는 스펙트럼 크기(log10|S|)와 

진도의 선형관계식. 1은 선형적합결과이며, 2는 스펙트럼 자

료에 대한 해당 주파수에서의 평균 ±1 표준편차를 의미함

(Sokolov and Wald(2))

히려 국내의 경우는 전 세계지역의 평균적인 스펙트럼-진도 

상관성을 이용하여 진도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

단된다. 

진도별로 주파수에 대한 지진파 FAS 평균 및 표준편차 

모델이 주어질 경우 FAS 진도평가 방법의 최적 진도 추정 

값은 관측스펙트럼과 FAS 평균 모델과의 유사 정도 및 비

교되는 주파수 대역에서의 FAS 표준편차 모델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최적 진도 추정에 필요한 진도별 가중치는 관측 

스펙트럼과 비교되는 진도의 FAS 평균모델이 서로 유사할 

경우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며, 아울러 비교되는 주파수대역

에서의 FAS 표준편차 모델크기도 고려된다. 이는 관측스펙

트럼과 특정 진도의 FAS 평균 모델이 유사하더라도 비교되

는 주파수대역의 FAS 표준편차 모델이 크면 평균모델에 대

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비교되는 진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가 부여된다. 가장 단순하게는 그림 2에서와 같

이 MM 진도별 표준편차가 최소화 되는 구간의 스펙트럼 

수준과 진도와의 높은 상관 관계식을 이용하여 진도를 추정

할 수도 있다. 진도별로 표준편차가 최소화되는 주파수 영

역은 진도가 작은 경우에는 고주파수의 스펙트럼크기에 의

해, 진도가 큰 경우에는 저주파의 스펙트럼 크기에 의해 결

정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FAS 진도평가 방법은 PGA/V 등과 같은 시간

영역 최대값 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진의 주요 특징

인 스펙트럼의 형상 및 크기, 통계특성, 스펙트럼 크기에 영

향을 주는 지속시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으로, 

진도 추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AS 진도평가 방법의 이론을 검토한 후 

관련 논문
(3)
에서 제시한 진도 Ⅳ이하에 대한 국내 지진파의 

FAS 통계특성 모델 및 그림 1의 전 세계적인 진도별 FAS 

통계특성을 이용한 FAS 진도평가 방법의 국내 적용성을 평

가해 보고자 하였다.

2. 가속도 푸리에스펙트럼의 크기를 이용한 계측진

도 평가 방법론

FAS 진도평가 방법은 진도별 광대역 주파수영역에 대한 

지진파 FAS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관측자료의 

FAS로부터 관측 지점의 계측진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를 위해서는 지진관측소 기록의 FAS에 대해 확률변수로 취

급되는 진도가 특정 진도 i를 초과하지 않는 확률을 의미하

는 진도별 누적확률분포를 계산한 후, 이를 미분하여 얻어

진 확률밀도함수의 최대값으로 부터 최적 계측진도를 추정

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 3의 절차에서와 같이 특정 지진기

록에 대해 개념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확률변수인 진도(I)에 따라 서로 다른 로그 FAS 확률분

포를 갖는 경우, 주어진 FAS 관측값에 대해 부여되는 진도

가 i를 초과하지 않을 확률은 개념적으로 FAS 관측값이 진

도 i 뿐만 아니라 진도 i 이상의 모든 진도에 대한 확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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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okolov and Wald(2)의 진도 추정 절차 모식도(예 : Hector 

Mine 지진 시 H05 관측기록)  (a) E-W 성분의 가속도기록 

(cm/sec2) (b) 실제 기록의 스펙트럼(실선, EW성분)과 다양

한 진도 범위(MM Ⅴ-Ⅷ)에 대한 평균 스펙트럼(점선)의 비

교 (c) 특정 진도크기를 초과하지 않을 누적확률함수(실선)와 

함수의 1차 미분함수(점선)

<그림 4> FAS에 의한 정량적 진도평가 계산 과정 모식도. 사각형은 주파수 fj에서 a0j가 관측될 경우 진도 i에 대한 FAS 확률변수값 aij
*를 초과하지 

않을 확률, 즉 P[a0j<aij*]((1)식)에 비례하는 면적을 나타냄.

에 따른 FAS 추정값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에 대해 계산된

다. 이러한 개념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N 개의 이산화 된 진

도(I=i)에 대해 주파수 fj에서의 FAS 로그값을 특정 정규분

포확률(∼Ni(mij, σij))를 따르는 확률변수 aij
*
로 간주하고, 

특정 주파수에서 관측된 FAS 로그값의 크기가 a0j일 때 특

정 진도 i를 초과하지 않는 확률 P[I < i]을 계산한다. 

이러한 확률은 이상에서 개념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특

정 주파수에서의 관측된 FAS 로그값 a0j가 진도 i에 대해 

부여된 로그 FAS 확률변수값 aij
*
를 초과해서는 안 될 조건

뿐만 아니라, i 이상의 모든 진도 k에 대한 확률변수 akj
*
를 

초과해서는 안 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 계

산된다.

먼저 주파수 fj에서 관측된 로그 FAS인 a0j가 진도 i에 대

해 부여된 로그 FAS 확률변수값 aij
*
를 초과하지 않는 확률

은 다음 식과 같다. 

P[a0j<aij
*] =   




 

   


  
     (1)

단일 주파수만을 고려할 경우 관측값이 진도 i를 초과하

지 않을 확률은 식 (2)와 같이 계산가능하다. 식 (2)의 NI는 

최대 진도 등급을 의미한다.

Pj[I < i] = 
 



P[a0j<aij
*]                         (2)

그림 4는 주파수 fj에서 a0j가 관측되었을 경우 진도 Ⅵ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즉 Pj[I < i=6])을 예제로하여 계산과정

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4에서 식 (1)의 P[a0j<aij
*]는 확률 값에 비례하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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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림 3(b)의 지진파 FAS 스펙트럼을 Sokolov and Wald(2)

가 계산한 진도확률(그림 3(c))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진도 

평가 계산결과(+ 기호)와 비교. 누적확률함수는 서로 잘 일치

하고 있으며, 확률밀도함수(누적확률함수의 1차 미분)간의 불

일치(형상은 유사함)는 서로 다른 스케일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적을 갖는 사각형으로 표시되었으며, 각 진도 i에 대한 FAS 

정규분포의 빗금친 영역의 면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Pj[I < 

i=6]는 진도 Ⅵ 이상에 대한 P[a0j<aij
*]를 곱하여 계산된다.

한편, 상기 확률은 특정 주파수 fj에 대해 계산된 값을 이

용한 결과이고 =1,..,nf 개의 여러 주파수에 대한 FAS 로그

값 벡터 a0 (=(a01,a02,a03,...,a0nf))가 진도 i의 여러 주파수에

서의 FAS 확률변수값 벡터 ai
*
를 초과하지 않을 확률은 다

음과 같이 평균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P[a0 < ai
*]= (

 



P[a0l<ail
*]․wil)/

 



wil            (3)

여기서 wil는 개념적으로 분산의 역수를 가중치로 하여  



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는 i 진도에 대해 

주파수별 ail
*
중 최소 분산값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여러 주파수에서의 관측값에 대한 P[I < i]는 

식 (2)와 유사하게 i 이상의 모든 진도 k에 대해 관측된 a0가 

진도별 확률변수 ak
*
를 초과해서는 안 될 조건까지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I < i] = 




P[a0 < ai
*]                       (4)

식 (4)는 진도 I의 누적확률분포함수에 해당하며, 이를 미

분하여 진도 I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를 계산한 후 확률밀도

함수가 가장 큰 값이 될 때의 진도를 최적 진도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식 (4)는 이산화된 I에 대해서만 계산됨으로 수

치적으로 I에 대해 미분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된 P[I < i] 값을 미분 가능한 형태의 정규분포 적분

함수 형태인 오차함수(error function)로 근사시킨 후 확률

밀도함수를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식 (5)의 진도(Ⅰ)별 평

균(mI)과 표준편차(σI) 파라미터를 광범위한 영역에서 변화

시켜가며 식 (5)의 오차좌승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의 mI과 

σI의 최적해를 구하게 되면, mI의 최적해가 가장 큰 확률밀

도함수 값을 갖는 FAS 진도 추정값이 된다.  


 



|P[I < i] - 0.5 × (1-erf((I-mI)/σI))|2          (5)

식 (5)에서 erf(․)는 mI과 σI를 파라미터로 하는 오차함수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

운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 그림 

3(b)에 나타난 스펙트럼 자료를 수치화 한 후 FAS 계측진

도를 평가하였다. 그림 5는 그림 3(b) 스펙트럼의 수치화된 

FAS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적인 계산과정을 거쳐 도출한 결

과와 Sokolov와 Wald(2)
의 논문에서 예시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로서 서로 잘 일치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 

적용한 계산과정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3. FAS 진도평가 방법의 오차 분석

관련 논문
(3)
에서 제시된 진도별 FAS 통계특성 모델을 이

용하고 통계 특성 모델개발에 사용된 관측자료의 FAS를 이

용하면 해당 관측 지점에 대한 진도를 추정할 수 있고 실제 

관측된 진도 값과의 비교를 통해 FAS 진도추정 방법의 오

차를 분석할 수 있다. 진도별 FAS 통계특성 모델에 사용된 

자료는 관측된 FAS를 국내 지반물성을 대표할 수 있는 D

등급 관측소(연관희와 서정희
(4))의 부지증폭특성을 갖도록 

변환한 값이다. 

본 연구에서 FAS 진도 추정에는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

은 표 1과 같이 진도 Ⅳ 이하의 진도에 대해서는 진도가 작

아질수록 고주파 스펙트럼 대역이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주파수 대역을 진도별로 다르게 변화시켰으

며, 진도 Ⅴ 이상에서는 동일한 주파수대역을 사용하였다. 

이때 각 진도별 주파수구간 내의 0.183 log10 간격의 주파

수별 FAS 관측 값을 진도 추정 시 활용하였다. 

FAS 진도평가 방법의 오차분석에 사용된 관측자료(연관

희 등
(3)
의 부록 표 2)로는 S/N비가 3 이상인 가용 주파수 

대역의 최대/최소주파수 비율이 10 이상이고 또한 최대 주

파수가 8Hz 이상인 자료만 사용되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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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진도별 평가 시 사용된 주파수 범위

MM 진도
주파수 범위(Hz)

최저 최고

0 1 32.49

Ⅰ 0.83 27.05

Ⅱ 0.69 22.52

Ⅲ 0.58 18.75

Ⅳ 0.48 15.61

Ⅴ 0.4 13

Ⅵ 0.4 13

Ⅶ 0.4 13

Ⅷ 0.4 13

Ⅸ 0.4 13

<그림 6> FAS를 이용한 진도 추정 예제. 후쿠오카 지진(2005/03/20, 

M=7.0)시 KRA(전력연구원 고리원전 지진관측소, R=193.92km, 

MMI=Ⅳ) 관측자료를 D등급 관측소로 변환하여 FAS를 계산. 

P[I < i]는 i=0,..9까지의 이산화된 진도에 대해서 계산되며, 

이산화된 진도 누적확률분포는 N(4.33, 0.6)의 정규분포 함

수에 대한 적분함수(식 (5)참조)로 최적 적합되었으며, 따라서 

FAS MMI=4.33으로 계산됨. 한편 이 값을 대상 기록에 대한 

규모, 거리에 대한 보정값 0.672을 수정한 결과 3.67임

<그림 7> 관련 논문(연관희 등(3)) 부록 표 2의 관측 자료에 대한 관측진

도 (MMIobs)와 FAS MMI 추정진도(MMIFAS)의 오차 분포

<표 2> 관련 논문(연관희 등, 2009) 부록 표 2의 전체 지진관측자료에 

대한 진도 추정오차(=추정치(Iest)-관측치(Iobs))의 평균(m), 표

준편차(σ)와 규모-거리 보정에 따른 오차 비교. B(Mm)과 

B(M,R)은 각각 식 (6,7)와 같음

오차

진도

(개수)

ΔMMI 
(=Iest-Iobs)

ΔMMIcor1
(=ΔMMI-B(Mm))

ΔMMIcor2
(=ΔMMIcor1-B(M,R))

m σ m σ m σ
Ⅰ (78) 0.259 0.659 0.435 0.591 0.530 0.444 

Ⅱ (271) 0.149 0.713 0.199 0.653 0.033 0.542 

Ⅲ (178) 0.062 0.863 0.070 0.851 -0.192 0.656 

Ⅳ (51) -0.093 0.437 -0.093 0.437 -0.077 0.482 

Total 0.120 0.741 0.170 0.711 0.002 0.610 

면 가용 주파수 대역의 최소 주파수가 1Hz이면 최소 10Hz 

이상의 주파수 가용 대역을 갖는 자료만이 진도평가에 활용

되게 되어, 7Hz 정도의 가용 주파수대역의 최대값을 갖는 

20SPS (Sampling per Second) 국내 지진관측자료는 진도 

평가시 배제시켜 100SPS 관측자료만을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6은 관측자료에 대한 FAS 진도추정 평가 예제로서, 

진도별 누적확률분포와 이를 미분한 확률밀도함수를 함께 

도시하였다. 그림 6에서 관측지점에서의 발표된 진도는 Ⅳ
이며 FAS를 이용하여 최적 진도는 4.33으로 추정되었다. 

FAS를 기반으로 추정된 최적 진도는 다음에서 설명되는 바

와 같이 규모, 거리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정될 수 있다. 

그림 7은 관련 논문(연관희 등, 2009)에서 계산된 국내 

지진의 MM 진도별 스펙트럼의 통계특성에 활용된 580개 

자료에 대해 추정한 FAS MMI와 보고된 MMI를 비교한 

결과로서 오차의 평균(m) 및 표준편차(σ)는 각각 0.115와 

0.74로 평가되었다. 진도별 진도 추정오차 m 및 σ 는 표 2

에 수록되어 있으며, 진도 Ⅲ이 가장 큰 진도추정 오차(σ
=0.863)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7은 진도 추정오차의 평균

이 진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규모 의존성에 대한 추가적인 보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강진자료를 이용하여 개발된 PGA, 

PGV를 이용한 진도예측식
(5)
의 오차는 각각 σ=1.08, 0.98 

정도로 평가된 바 있다. 또한 Kaka and Atkinson(6)
은 미국 

중동부 지역에 대한 PGV-MMI 관계식과, 5Hz PSA(Pseudo 

Spectral Acceleration)-MMI 관계식을 추정하고 각 관계식

에 대한 MMI 추정오차를 각각 σ =0.72, 0.76 MMI으로 평

가하였으며, 규모와 거리에 대한 오차의 의존성을 보정할 

경우 MMI 추정 오차가 각각 σ =0.65, 0.68 MMI로 저감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최근 Atkinson and Kaka(7)
는 중규

모 지진 이하의 중동부 지진과 캘리포니아의 강진자료를 통

합 이용하여 log(PGV(cm/sec))=0.48을 경계로 하여 P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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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8> 관련 논문(3) 부록  2의 관측 자료에 대한 관측진도 FAS MMI 

추정진도의 오차 분포

진도 예측식을 분리한 결과 0.8MMI의 σ를 얻었으며, 규모

와 거리까지 보정할 경우 σ =0.76MMI 추정오차를 얻은 바 

있다.

이상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FAS MMI 추정 방법에 대

한 오차 σ =0.74는 미국 중동부 지역에 대한 PGV/PSA-

MMI 진도 추정 방법의 오차와 유사하며 비교적 낮은 오차

수준임을 알 수 있다.

 

4. 진도별 FAS 관측 평균의 규모, 거리에 대한 

의존성 보정

본 연구에서는 그림 7에 나타난 진도 추정값의 불확실성

을 보다 저감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진도 추정 오

차가 지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즉, 규모와 거리에 대한 의

존 정도를 평가하였다. FAS 진도 추정 방법은 진도별 FAS

의 평균적인 스펙트럼 형상 및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규

모-거리에 따라 스펙트럼의 형상이 평균적인 형상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진도 추정 오차의 규모와 거리에 대한 의

존성을 예상할 수 있고 이를 모델링 하여 보정하면 진도 추

정의 불확실성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8은 그림 7의 추정오차를 진도 및 거리별로 분리한 

후 특별한 의존성이 있는 지를 검토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

림 8(a)는 진도의 오차(추정값-관측값)를 규모별로 분리한 

그림으로 작은 지진규모의 범위(M<3.6)에서 진도 추정의 

오차가 규모에 비례한다. 이러한 오차는 그림 8(b)에 나타난 

바와 오차-로그규모 영역에서 선형관계인 식 (6)으로 근사

될 수 있었다. 

B(Mm) = -4.5037+8.47419×log(Mm) (Mm ≤ 3.6) (6)

그림 8(c)는 거리에 대한 진도 추정 오차로서 거리(R)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뚜렷한 오차 변화를 나타내는 강한 

의존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거리에 따른 오차 변

화 경향은 거리 50km를 경계로 하여 오차-로그거리 영역에

서의 두개의 직선식 (7)로 모델링 하였다.  

B(M,R) = 0.591 + 0.213M - 1.906log(min(50,R))

         + 0.799log(max(50,R))                (7)

식 (7)의 거리 50km는 기존 연구
(8)
에서 지진파의 기하학

적 감쇠모델이 1/R에서 1/로 전이하는 거리로 알려져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S 파의 체적파에서 Lg 표면파가 우세

한 파형으로 전이하는 구간으로서 이 전이거리를 경계로 하

여 50km 이상에서는 고주파의 감쇠율이 낮아지며, 저주파

수가 매우 우세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FAS 진도 추

정값이 그림 8(c)에서 (7)식으로 모델링된 바와 같이 근거리 

및 원거리에 크게 평가되는 이유는 근거리에서는 고주파에

서 지진파 스펙트럼이 평균적인 스펙트럼보다 큰 값을 나타

내기 때문이며, 50km 이상의 원거리에서는 저주파에서 평

균적인 스펙트럼보다 상대적으로 큰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

이다.

한편, 관측자료에 근거한 FAS 진도추정 오차는 진앙지에 

근접할수록 (7)식의 모델 예측값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향

이 있는데(그림 8(c)), 이는 진앙지 인근 지역에 대해 발표

된 진도 값이 인근 광역 지역을 대표하는 평균 진도(Macro 

seismic Intensity) 값으로서 진앙지 인근의 국부적인 지역

에 대해 정밀평가된 진도의 최대값 보다는 항상 낮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진앙지 인접 지역에서는 지

진파의 단층파열방향성, 회전 운동, 지반의 교란 영향 때문

에 국부적으로 높은 진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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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 주요 지진에 대한 진도 추정오차(=추정치(Iest)-관측치

(Iobs))의 평균(m), 표준편차(σ)와 식 (7)의 B(M,R)을 이용한 

추가적인 규모-거리 보정에 따른 오차 비교

2004/05/29

ΔMMI (=Iest-Iobs)
ΔMMIcor2

(=ΔMMI-B(M,R))

진도(개수) m σ m σ
Ⅲ(14) -0.07 0.36 -0.1 0.43

Ⅱ(27) 0.34 0.38 0.15 0.42

Ⅰ(45) 0.56 0.37 0.16 0.42

Total 0.39 0.43 0.11 0.43

2007/01/20

ΔMMI (=Iest-Iobs)
ΔMMIcor2

(=ΔMMI-B(M,R))

진도(개수) m σ m σ
Ⅲ(15) -0.17 0.28 -0.01 0.29

Ⅱ(21) 0.49 0.32 0.49 0.35

Ⅰ(62) 0.45 0.51 0.19 0.6

Total 0.37 0.52 0.21 0.54

dI
dIcor2

dI
dIcor2

<그림 9> 울진 앞바다지진(2004/05/29)과 오대산지진(2007/01/20)

에 대한 FAS MMI 추정결과와 관측오차의 비교. dIcor2는 식 

(7)의 규모-거리에 대하여 보정한 결과임. 규모-거리 보정 후 

진도별 평균 추정값이 편향되지 않은 값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10> 오대산지진의 진도 분포도. 로마 숫자 : 기상청 발표 MMI 진

도, 실선 : 등진도구역도(박종찬(9)), ○: 관측자료의 FAS MM 

진도값. FAS MMI의 구간 2.0-3.0, 3.0-4.0, 4.0-5.0, 

5.0-6.0는 각각 MMI Ⅱ, Ⅲ, Ⅳ, Ⅴ를 나타냄

진앙지 인근의 국부적인 진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규모-거

리 보정이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d)에는 진도 추정값을 규모가 작은 경우의 의존성

을 보정한 경우와(그림 8(d) baisMcor), 전체 규모-거리 범

위의 의존성을 보정했을 경우(그림 8(d) biasMRcor)의 진

도 추정 오차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표 2는 관련 논

문(연관희 등
(3))부록 표 2의 전체 지진관측자료에 대한 진도 

추정오차와 규모-거리 보정에 따른 오차를 비교한 결과이다. 

이두 결과에서 규모가 작은 경우의 의존성을 보정할 경우

(표 2의 ΔMMIcor1 열) 진도 Ⅱ 이하의 작은 진도에 대한 진

도 추정오차가 저감되었으며, 전체 범위의 규모-거리를 보

정한 경우(표 2의 ΔMMIcor2 열) 오차가 σ=0.74에서 0.61로 

상당히 저감되었다. 한편 규모-거리 보정 후 얻어진 진도 추

정 오차(MMIcor2)인 σ =0.61은 Kaka and Atkinson(6)
이 

PGV를 이용하고 규모-거리를 보정할 경우 얻어진 σ =0.65

보다도 낮은 오차수준으로 PGV와 같은 단일값과는 다르게, 

여러 주파수에서의 스펙트럼 관측값을 동시에 사용했기 때

문에 나타난 오차 저감효과이다.

표 3과 그림 9는 특정 지진(2004년 울진앞바다지진, 2007

년 오대산지진)에 대한 진도의 규모-거리 보정 전후의 오차

를 비교한 결과이다. 전체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처럼 

불확실성 저감효과는 없었으나, 평균값이 편향되지 않게 평

가되고 있다. 

그림 10은 FAS 진도추정결과에 대해 식 (7)을 이용한 지

진규모-거리의 진도 의존성을 보정하여 최종적으로 얻어진 

오대산지진에 대한 계측진도 평가예제로서, FAS MMI의 

범위 2.0～3.0, 3.0～4.0, 4.0～5.0, 5.0～6.0은 각각 발표

된 진도(박종찬
(9)) Ⅱ, Ⅲ, Ⅳ, Ⅴ, Ⅵ의 등진도구역도와 전

반적으로 잘 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관측소 FAS 

MMI의 분포로부터 역으로 진도 Ⅲ에 대한 등진도구역 경

계선을 경기지방에 대해 수정(그림 10의 New Ⅲ line)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미소지진이 대부분인 국내 지진 진도평가에서 나타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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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추정의 규모, 거리에 대한 강한 의존성은 큰 규모의 진도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큰 진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진의 규모-거리 범위는 좁은 반

면 작은 진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진의 규모-거리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진도 Ⅱ는 큰규모 원

거리 지진에 기인할 수도 있고, 낮은 규모의 근거리 지진에 

기인할 수 있는 반면, 진도 Ⅶ, Ⅷ의 경우는 큰 규모, 근거

리 지진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에 큰 진도를 유발하는 지진

의 규모-진도 범위는 매우 좁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작은 지진규모 보정 모델(식 (6)) 및 거리-규모 보정 모델(식 

(7))의 적용을 진도 Ⅳ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앙지 인근 정밀 진도평가 때보

다는 광역적인 진도 평가 시에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규모와 진앙지 추정에는 최소 5분 정도의 시

간이 걸리며 신속한 진도 평가를 위해서는 부정확하지만 관

측된 FAS를 D 등급 관측소(연관희와 서정희
(4))로 보정한 

자료로 진도를 개략적으로 추정한 후, 규모와 진앙지가 알

려진 이후에는 식 (6)과 (7)의 보정 모델을 이용하여 진도를 

보정하면 진도 Ⅳ 이하의 낮은 진도까지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관련 논문(연관희 등, 2009) 부록 표 2의 전체 지진관측자료 중 

관측된 진도값이 6개 이상인 관측소에 대한 진도 추정 오차의 평

균(m)과 표준편차(σ)
계측진도오차 # of 

MMI STA
계측진도오차 # of 

MMI STA
m σ m σ

-0.034 0.675 14 TJN -0.057 0.533 7 YGA

-0.087 0.761 13 WSC 0.158 0.485 7 YGB

-0.353 0.564 13 WSN 0.155 0.531 7 YOD

-0.072 0.519 12 WSA 0.110 0.360 6 AND

-0.582 0.333 9 HDB 0.021 0.329 6 CEJ

0.109 0.430 9 KMS 0.042 0.583 6 CHA

0.270 0.507 8 BUY -0.037 0.394 6 CHJ

0.463 0.687 8 KMC 0.131 0.415 6 CHO

0.239 0.675 8 TEJ -0.595 1.058 6 GKP

-0.442 0.625 8 ULS -0.113 0.298 6 GSU

0.472 0.382 7 CHY -0.020 0.404 6 JEC

0.024 0.389 7 EUS 0.060 0.486 6 KOH

0.136 0.621 7 HKU -0.754 0.522 6 KRB

-0.143 0.417 7 KWJ -0.403 0.504 6 KRC

0.179 0.601 7 SEO -0.037 0.344 6 KUS

0.432 0.475 7 SES 0.179 0.479 6 NPR

0.336 0.438 7 SND -0.262 0.583 6 WAN

-0.171 0.527 7 WSB -0.325 0.568 6 WSD

진도추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고

려할 요소는 진도 추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지증폭 특성

에 대한 가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지역에 대해 동일하

게 D 등급 관측소(연관희와 서정희
(4))의 지반조건에 대해 

진도를 평가하였으나, 실제 지반특성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이러한 지역별 지반특성의 차이는 동일한 지반

특성을 사용하여 추정한 진도 추정 오차에서 평균값이 0에

서 벗어나는 편향(Bias)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동일관

측소에 대해 여러 지진에 대한 진도추정오차의 편향 정도를 

분석하면 관측소가 속한 지역의 지반특성 차이를 평가할 수 

있다. 

표 4는 관측된 진도 분포가 6개 이상인 관측소에 대한 진

도 추정 오차 통계특성으로 표준편차는 대체로 지진의 규모

-거리 보정한 이후의 진도 추정 오차 σ =0.61 보다 낮으며, 

오차 평균값이 0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한편 몇몇 관측소

(WSN, HDB, CHY, SES, KRB 등)에서는 평균값이 뚜렷

한 편향성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광역적인 지역별 지반특성 

차이 추이를 평가하기에는 미비한 관측소 숫자로서 지역별 

지반특성 차이에 대한 보정은 본 연구에서는 검토에서 제외

하였다.

5. FAS 진도평가 방법의 확장 적용

이상에서 검토된 FAS 진도평가 방법의 국내 적용성은 

국내 지진관측 자료가 진도 Ⅳ 이하에 대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진도 Ⅳ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지진 발생시 중대

한 지진피해와 관련된 진도의 크기는 Ⅶ 이상으로, 본 연구

의 진도평가 방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진도 Ⅵ 

이상의 큰 진도 평가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MM 진도 Ⅵ를 기준으로 해서 진도 Ⅵ 이하

는 주로 인체의 느낌과 관련된 현상을 중심으로 정의되며, 

진도 Ⅵ 보다 큰 진도는 구조물의 피해정도를 기반으로 결

정된다. 구조물의 피해는 일반적으로 내진설계 수준 및 지

반특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국내의 내진설계 수준이 전 세

계적으로 볼 때 비교적 높고, 오래된 지질학적인 환경으로 

인해 지반 강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면 전세계적

인 지진피해의 FAS 통계치를 국내에 보수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근거 하에 현재 국내에서는 

평가할 수 없는 진도 Ⅴ 이상에 대한 FAS 평균값과 표준편

차 모델의 대안으로 Sokolov and Wald(2)
의 전 세계 지진파 

FAS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그대로 이용하고 적용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진도 Ⅴ 이상의 전 세계 지진파 FAS 통계특성

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또 다른 이유는 관련 논문
(3)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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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진도 Ⅵ 이상 지진에 대한 FAS MMI 추정을 위해 검토된 지진목록, 지진파스펙트럼 증가에 사용된 파라미터(식 (8)), 발표된 진도 및 추정결과 비교

ID

대상지진 발표 내용(기상청) 대상지진의 지진파 모사를 위한 인근 지역 

미소지진 자료의 점지진원 파라미터 증가 FAS MMI 
추정치

(오차)

최대 진앙 진도 

발생일 규모 지역
광역

진도

사용자료

(일자/관측소/ΔRA))
모멘트규모

(ΔM)C)

응력강하

(bar)
(Δ(Δσ))C)

MMI 참고문헌

① 2007-01-20 4.8 오대산 지진 강원 평창군 

도암면-진부면 경계지역
MMI Ⅴ 07-01-20/

DGY/7.9km 0 0 6.47
(+0.47) Ⅵ a)

② 1997-06-26 4.2 경북 경주 남동쪽 9km 지역 JMA Ⅳ 09-06-02
WSC/8.5km

+0.5
(=4.4-3.9)

+30
(=130-100)

5.95
(-1.05) Ⅶ b)

③ 1996-12-13 4.5 영월 지진 강원도 영월 동쪽 

약 20Km 지역
JMA Ⅲ 06-01-19

SND/13.3km
+1.3

(=4.9-3.6)
+90

(=170-80)
6.37

(+0.63) Ⅶ c, d)

④ 1936-07-04 5.0B)
지리산 쌍계사 인근 JMA Ⅴ 07-01-20

DGY/ - 
+0.2

(=4.8-5.0)
+50

(=170-120)
7.31

(-0.31) Ⅶ e)

A) ΔR  = 대상지진의 진원위치와 지진원 증가시 사용된 미소지진관측자료의 진원 간의 거리  B) 연관희 등
(10)  C) 연관희와 박동희

(19)

a) 경재복 등
(11)  b) 경재복과 이회옥

(12)  c) 조봉곤 등
(13)  d) 경재복 등

(14)  e) 한국동력자원연구소
(15)

<그림 11> 표 5의 대상지진에 대한 FAS 스펙트럼 추정값 및 진도평가 

결과

결과에서와 같이 진도 Ⅳ에 대한 국내 지진의 FAS 평균과 

전 세계 FAS 평균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진도 Ⅳ 보다 

큰 진도에 대해 FAS 평균의 유사성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와 같이 진도 Ⅴ 이상에 대해 전 

세계 진도별 FAS 통계특성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평가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진도 Ⅵ 이상의 피해

를 유발한 주요 지진에 대한 FAS를 미소지진자료의 지진원

을 이론적으로 증가시켜 추정하고, 추정된 FAS를 이용한 

계측진도와 발표된 진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표 5에는 진앙지에서 진도 Ⅵ 이상을 갖는 4개의 지진을 

선정한(①-④) 결과를 수록한 것으로 오대산지진에 대한 

DGY 관측자료를 제외하고는 추정하고자 하는 지진의 진앙

지 인근에서의 지진관측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계측진도를 평가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인접 지역에서 발

생한 작은 지진의 계측자료(표 5의 ‘사용자료’ 열)의 지진원

특성을 이론적으로 증가시켜 스펙트럼을 추정하였다. 표 5

에서 지진원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한 지진원모델은 

Brune(16),(17)
의 스펙트럼((식 8)의 SB(f; M, Δσ))으로 식 (8)

과 같이 모멘트규모( )와 응력강하량(Δσ) 파라미터의 영

향을 받는다.

 






                   (8)

    
, (  )  

  f = 주파수, = 지진모멘트(seismic moment)

   = 지진원 S파 속도,  = 지진원 코너주파수.

표 5에서 지진규모 증가에 따른 스펙트럼의 추정은 관측된 미

소지진 스펙트럼에    

을 곱하여 계산될 수가 있다. 표 5에서 지진원 증가에 따른 

대상지진의 스펙트럼 추정 결과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소지진 관측자료에 대한 지진과 이격거리(ΔR) 및 

규모차이(ΔM)가 최소화 되는 관측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진

규모 증가에 따른 응력강하의 증가(Δ(Δσ))는 연관희 등
(18)

의 지진규모-응력강하모델에 따라 변화시켰다. 표 5에서 

1936년 지리산지진(④)의 규모는 연관희 등
(10)

의 결과를 이

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지진에 대한 모멘트규모와 응력강하

량은 연관희와 박동희
(19)

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였다.

증가된 지진규모에 대해 추정된 FAS 결과는 그림 11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진도 추정결과는 표 5에 수록되어 있다. 

한편 표 5의 지진관측 스펙트럼 자료는 지진원 규모를 조

정하기 이전에 모두 관련 논문
(3)
의 방법을 이용하여 D 등급 

관측소(연관희와 서정희
(4))의 부지조건으로 변환되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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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경재복과 이희욱(12)의 경주지진(표 5, ②)에 대한 진도평가 결

과. 음영 지역 : 경주지진 발생시 지진피해가 집중된 지역

(MMI=Ⅶ). 그 밖의 지역 : MMI=Ⅵ.

WSC 관측소 : 경주지진의 FAS 진도를 추정시 사용

한 이때 추정되는 진도는 광역진도가 아니라 정밀 진도이므

로 광역진도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식 (7)을 이용한 지진의 

규모-거리에 대한 보정은 적용하지 않았다. 

표 5의 지리산 지진(④ 지진)의 경우 진앙지 인근 지점에

서 관측된 미소 지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대안

으로 1936년 지리산 지진과 가장 근접한 규모를 갖는 오대

산 지진의 진앙지 인근 자료(DGY)에 대해 지진원 특성을 

증가시켜 얻어진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진도를 추정하였다. 

표 5에는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진도를 수록하였

는데 오대산지진(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JMA 진도로 되

어 있어 본 연구에서 미소지진 스펙트럼의 지진원을 이론적

으로 증가시켜 간접적으로 추정한 MM 진도와는 직접비교

가 힘들다. 또한 오대산지진인 경우, 기상청이 발표한 광역

진도(macro seismic intensity) 최대값은 Ⅴ 이나, 경재복 

등
(11)

이 진앙지 인근에서 정밀하게 평가한 진도의 최대값은 

MMI=Ⅵ으로 큰 값을 나타내며, 이 값은 본 연구의 추정치

인 6.47과 유사하다. 이 밖에 표 5의 ③, ④ 지진에 대한 진

앙진도 평가 결과는 각각 Ⅶ, Ⅶ로 추정된 진도 6.37, 7.31

와 유사하다. 

반면 표 5의 ②지진(경주지진)인 경우는 추정치가 발표

된 진도 보다 1 정도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지진 ②는 규모

에 비해 진앙지에서의 최대 진도가 다소 높게 평가되었으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부적인 지형, 지질, 지반효과에 의해 

진도가 국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진도의 

공간적인 분포에 대해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보았다. 그림 12

는 경재복과 이희욱
(12)

이 제시한 진도 Ⅶ의 피해 지역으로 

그림에서는 음영부분과 같이 양산단층을 따라 집중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진원 증가에 사용된 미소지진기록

의 관측 지점은 그림 12의 관측소 ‘WSC’로서 진도피해 지

역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따라서 WSC 관측자료를 이용한 

진도추정 결과는 표 5의 ② 지진에 대해 평가된 최대 진앙진

도 Ⅶ 보다는 이 지진의 인근 지역에 대한 광역진도 크기인 

Ⅵ과의 비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발표된 진도 

Ⅵ와 FAS에 의한 진도추정결과인 5.95는 매우 근접한다.

한편 표 5에 제시된 지진 이외에 국내에서 발생한 피해 

지진으로는 홍성지진(1978.10.7)이 있는데 관측자료의 부재

로 인해 지진규모 평가의 불확실성이 다소 커 본 검토에서

는 제외시켰다. 그러나 기존 연구
(20)

에 따르면 홍성지진의 

규모가 오대산 지진과 유사한 규모 4.74이고 발생심도가 천

부(< 5km)로 가정하여 본 연구의 FAS 진도추정 방법을 적

용할 경우 서정희
(21)

에 의한 진앙지에서의 최소 진도추정값 

Ⅶ에 근접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림 11에서와 같이 대상지진에 대한 스펙트럼이 MM 

진도 Ⅵ, Ⅶ에 해당되는 스펙트럼 형상과 많은 차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표 5와 같이 진도 추정 오차가 작은 이유는 

계측 진도평가에 큰 영향을 주는 분산이 작은 주파수 대역

(～5 Hz, 그림 1 참조)에서 대상지진의 스펙트럼이 MMI 

진도 Ⅵ, Ⅶ에 대한 스펙트럼 크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진도 Ⅴ 이상의 전 세계적인 진도별 FAS 통계

특성 모델을 이용하여 진도 Ⅵ 이상의 국내 지진에 대해 진

도를 추정한 결과 최대 0.63 이내의 오차에서 발표된 진도

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생 가

능성이 높은 중규모 지진의 진도 평가에 FAS를 기반으로 

한 본 연구의 진도 추정 방법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진관측자료의 가속도 푸리에스펙트럼

(FAS) 수준을 이용하여 확률론적으로 최적 진도를 추정하

는 방법을 개발하고 국내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논문
(3)
에서 제시된 국내 지진의 진도별 지진파 FAS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고 전산프로그램으로 구현된 Sokolov 

and Wald(2)
의 FAS 진도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지진에 

대한 FAS 진도 추정방법의 오차를 분석한 결과 표준편차

(σ )=0.74로 평가되었으며, 지진의 규모, 거리에 대한 의존

성을 추가로 보정할 경우 관측 진도값을 σ =0.60 오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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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추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FAS 진도 추정방법을 진도 Ⅴ 이상에 대해 확

장 적용이 가능한 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진도 Ⅵ 이하는 국

내 FAS 통계특성 모델을, 진도 Ⅴ 이상은 전 세계 모델을 

그대로 이용하여 진도 Ⅵ 이상의 국내 피해지진의 진도를 

반경험적으로 추정된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평가한 결과 최

대 0.63 이하의 오차범위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진도를 대표할 수 있는 부지특성이 전국적

으로 동일한 D 등급 관측소(연관희와 서정희
(4))라는 가정 

하에 진도를 평가하였으나, 지역별로 진도를 대표하는 지반

특성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향후 진도평가의 신뢰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역별 진도보정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며, 진도 Ⅴ 이상에 대한 전 세계적인 FAS 

통계특성 모델의 국내 적용성에 대해서는 국내 강진 관측자

료를 기반으로 한 보다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지진의 합리적인 계측진도도 

평가와 신속 지진피해평가 그리고 역사지진의 진도를 정량

적으로 역해석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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