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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반도의 329개 지진자료에 대하여 S파 감쇠상수의 고유치 분리를 Multiple Lapse Time Window Method

(MLTW)법으로 수행하였다. 균일한 속도구조에서 고유감쇠 Qi

−1 값은 S파 직접파와 코다파의 진폭을 감쇠시키고, 산란감

쇠 Qs

−1 값은 S파 직접파는 감쇠시키는 반면 코다파는 증폭시킨다. MLTW법은 해석적인 방법으로 이론곡선을 구하여 관

측값과 최소제곱오차를 이루는 고유 및 산란감쇠를 구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와 같은 지진 안정지대에서의 MLTW

법 적용연구는 행하여진 바 없는데, MLTW법에 의한 한반도의 Qi

−1과 Qs

−1 값은 5 Hz 이하에서 매우 낮은 값이 도출되

어 이는 한반도와 같은 지진 안정지대의 값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어: 한반도, 고유감쇠, 산란감쇠, 지진안정지대, MLTW법

Abstract: From 329 earthquake data in the Korean Peninsula, we separated the intrinsic and scattering quality factor

(Qi

−1 and Qs

−1) using the Multiple Lapse Time Window Analysis (MLTW) method. For the homogeneous velocity

structure, Qi

−1 reduces the amplitudes of both direct and coda waves; Qs

−1 diminishes the direct wave amplitude but

enlarges the coda wave amplitude. Based on this phenomenon, MLTW method analytically derives theoretical curves and

obtains Qi

−1 and Qs

−1 by least square fit with observation curves. This study is the first approach for the seismic stable

region by MLTW method, and show that Qi

−1 and Qs

−1 in the Korean Peninsula are very low at lower than frequencies

of 5 Hz. This low value seems to be related to the inactive tectonism of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Korean Peninsula, intrinsic quality factor, scattering quality factor, sesimic stable region, MLTW

서 론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보고되는 가운

데, 한반도 주변에서도 규모 5.0의 1978년 홍성지진 이후 최대

인 규모 5.2(기상청 발표)의 지진이 2004년 5월 29일 경북 울

진 앞바다에서 발생하였고, 2005년 3월 20일 규모 7.0의 후쿠

오카 지진은 주변의 경상도 일대는 물론 멀리 수도권 지역에

서도 강한 진동이 감지되는 등 지진피해 발생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환기되고 있다. 

진원 가까이에서 큰 피해를 일으키는 지진은 진원에서 멀수

록 기하학적 감쇠(geometrical spreading) 및 전파매질에 의한

감쇠로 급격히 진동 에너지가 감쇠되어 피해가 주는데, 전파매

질에 의한 지진동의 감쇠는 각 관측점에서 지진파 진폭의 변

화를 측정하여 감쇠상수 Q−1 값으로 나타낸다. Q−1 값은 내진

설계에 있어서 지반의 진동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필수

적인 정보로 한반도에서는 세계의 지진 안정지역에 해당하는

낮은 값이 보고되었다(예; Chung and Sato, 2001; Chung et

al., 2007). 

그런데, 감쇠상수 Q−1는 고유감쇠(Qi
−1) 와 산란감쇠(Qs

−1)가

합하여진 값으로 감쇠상수가 구하여지면 그것이 고유값인지

아니면 산란에 의한 효과인지를 알아야 한다. 고유감쇠 Qi
−1가

지진파의 탄성에너지를 열이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하

는 척도라면, 산란감쇠 Qs
−1는 지진파의 반사와 굴절, 위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실험에 의하면 고유감쇠는 부분용

융에 더욱 민감하다고 하며(e.g. Stocker and Gordon,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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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pfmann and Berckhemer, 1985), 그로 인하여 화산 지역의

마그마를 탐색하기 위해 고유감쇠값을 조사하는 연구가 행하

여진 바 있다(e.g. Chung et al., 2009). 

산란이론에 근거한 한반도 지각의 감쇠구조 연구는 주로 코

다 Q−1 값 측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e.g. 정태웅 외, 2004),

이는 S파가 Source에서 지각의 불순물, 즉 산란체에 한번만 산

란되어 Receiver에 이르게 된다는 단일산란모델을 바탕으로

하였다(e.g. Aki, 1969; Aki and Chouet, 1975). 이러한 단순한

가정의 단일산란모델은 고유감쇠와 산란감쇠를 분리해 낼 수

가 없는데, 두 감쇠값이 분리가 가능한 다중산란모델이 제시된

바, Hoshiba (1991)가 수치적으로, Zeng et al. (1991)과 Sato

(1993)는 해석적으로 다중산란모델을 제시하였다. 다중산란모

델은 고유감쇠 Qi
−1 값은 S파 직접파와 코다파의 진폭을 감쇠

시키고, 산란감쇠 Qs
−1는 S파 직접파는 감쇠시키는 반면 코다

파는 증폭시키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유감쇠값과 산란감

쇠값을 분리한다. 

다중산란모델의 이론값과 관측되어지는 코다파 포락선값을

비교를 통하여 고유감쇠와 산란감쇠를 분리하는 다중지연시간

창 해석법, 즉 Multiple Lapse Time Window method (MLTW

법)이 Hoshiba et al. (1991)과 Fehler et al. (1992)에 의해 개

발되어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e.g. Sato and Fehler, 1998),

Mayeda et al. (1992)은 MLTW법을 이용하여 화산지역인 하

와이제도와 지진활성지역인 캘리포니아 지역에 대하여 고유감

쇠값과 산란감쇠값을 최초로 제시하였고, Canas et al. (1998)

은 두 값이 대서양 연안의 오래된 지역에 비해 카날리 화산제

도가 높은 Qi
−1값 및 Qs

−1 값임을 보였다. 한편 시추공형 지진

계에 의한 관측은 비록 그 자료가 적더라도 오차가 적은 결과

를 보여 주는데, 일본의 경우 역시 다른 지진활성 지역에 비해

화산지역이 높은 Qi
−1값 및 Qs

−1 값이 보고 되었다(Hoshiba,

1993). 

이와같이 감쇠상수에 대한 고유감쇠값과 산란감쇠값 제시는

최근 연구의 추세이고, 고유값이 제시되지 않은 감쇠상수는 지

각특성의 물리적인 이해가 부족하게 된다. 최근 한반도 남부의

21개 지진에 대하여 고유치 분리가 행하여졌으나(김성균,

2009), 한반도 전역에 대한 감쇠값은 구해지지 않은 상태로 이

를 알아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전역

의 329개 지진을 바탕으로 얻어진 S파의 고주파 영역 감쇠상

수에 대하여 고유치 분리를 Fehler et al. (1992)이 개발한

MLTW법을 각 주파수별로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각 주파수별

고유감쇠 및 산란감쇠값은 Zeng et al. (1991)이 제시한 해석

적 방법에 의한 이론곡선을 최소제곱오차로 역산하는 과정에

서 도출된다. 

다중산란모델

Zeng(1991)은 등방성의 다중산란체가 균일하게 분포한 매질

의 이론적 산란모델식을 제시하였다. 이 식을 이용하여 Sato

and Fehler (1998)는 원점에 위치한 지진 방사체 에너지 Wδ

(t)에 의해 다음과 같은 식을 제시하였다.

(1)

여기서

(2)

식에서 쓰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H는 헤비사이드 계단함수이고,

과 t는 관측점의 위치(x, y, z)와 시간이며

과 t'는 산란체의 위치(x, y, z)와 시간이다.

ν는 S파 속도이며,

ηs는 산란감쇠계수이며,

ηi는 고유감쇠계수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규격인자를 도입한다. 

(3) 

그러면 식 (1)과 (2)는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4)

와

(5)

(5)식은 공간적으로 후리에변환으로 시간적으로 라플라스변

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6)

동일한 변환을 식 (4)에 적용하면

(7)

여기서

 이다.

식 (7)은 수치적으로 계산되는데, 첫 째항부터 둘 째, 셋 째

항은 각각 직접파, 단일 산란, 다중산란항에 해당된다. 고유감

쇠항 ηi=(2πf /ν)Qi
−1와 산란감쇠항 ηs=(2πf /ν)Qs

−1는 일반적으

로 전체 감쇠항에 대한 산란감쇠량의 무차원적인 비 B0=(ηs/

E r t,( ) WG r t,( ) νηs G r r′– t t′–,( )E r′ t′,( ) t′d r′d
∞–

 
∞

∫
∞–

 
∞

∫+=

G r t,( )
1

4πν r
2

--------------------H t( )δ t r ν–( )exp νηs ηi+( )t–[ ]=

r

r′

t νηst r, ηsr ηi,
ηi

νηs

-------- G,
G

ηs

3
----- E,

E

ηs

3
-----= = = = =

E r t,⎝ ⎠
⎛ ⎞ G r t,⎝ ⎠

⎛ ⎞ G r r′– t t′–,⎝ ⎠
⎛ ⎞E r′ t′,⎝ ⎠

⎛ ⎞ t′d r′d
∞–

 
∞

∫
∞–

 
∞

∫+=

G r t,⎝ ⎠
⎛ ⎞ 1

4π r
2

--------------H t( ) t( r )exp 1 ηi+( )t–[ ]–δ=

~
G
ˆ

k s,( ) dre
ikr–

dt
∞–

 
∞

∫ e
st–

G r t,( )
∞–

 
∞

∫
1

k
--- k

s 1 ηi+ +
----------------------

1–

tan= =

E r t,( ) G r t,⎝ ⎠
⎛ ⎞ 1

4π r
2

--------------K
t

r
-----
⎝ ⎠
⎛ ⎞H t r–( )e

1 η
i

+( ) t–

+=

+
1

r
------

1

2π( )2
------------- wd ke

iwt– ik r– ik

2π
------

~
G
ˆ

k iw,–( )3

1
~
G
ˆ

k– iw–,( )–

----------------------------------------–d
∞–

 ∞

∫
∞–

 ∞

∫

K ν( )
1

ν
---ln

ν 1+

ν 1–
------------=     ν 1>



다중지연시간창법(MLTW)의 한반도 지진자료 적용성 분석 201

ηs+ηi)와 초기 S파 에너지가 1/e 만큼 감쇠하는데 걸리는 거리

의 역수 로 나타내진다. 식 (7)의 해는 강한 산란, 약한 산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B0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Wu (1985)에

의해 지진학적 알베도(albedo)로 소개되었는데, 산란도가 강하

고 고유감쇠가 작을수록 값이 높고 균질할수록 값이 낮다. 

자료 및 분석

자료는 정태웅외(2004)가 수집하고 사용한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즉, 기상청(KMA)의 42개(현재 없어진 관측소 포

함) 관측소에서 1999년부터 2004년 9월까지 기록된 단주기와

광대역 속도 자료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의 36개 관

측소에서 1995년부터 2004년 9월까지 단주기와 광대역 속도

계에 기록된 남북 방향 성분의 규모 1.4에서 5.2에 이르는 329

Fig. 1. Map of South Korea showing 329 earthquakes (circles) and

78 stations (triangles) used in this study. Location of seismometers

(triangles) used in this study. 
Fig. 2. Typical seismogram classified by the first (0 ~ 15 s), second

(15 ~ 30 s), and third time windows (30 ~ 45 s).

Fig. 3. Normalized energy corrected for geometrical spreading versus hypocentral distance for observed data for five frequency bands. The crosses

(orange), triangles (cyan), circles (green) represent measurements for the first (0 ~ 15 s), second (15 ~ 30 s), and third time windows (30 ~ 45 s).

Averaged (4 km width) values for each of the scatter plots are shown the same corresponding symbols in red. The best-fit energy values computed

from equations (1) ~ (7) are shown as blue lines. Best-fit model parameters are provided at the upper left-hand corner of each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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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idual map normalized to the minimum (star) for observed data for 1 ~ 2 Hz frequency. Normalized values < 1.5, expressed by star,

solid circle and triangle, were determined by the F distribution with approximately 100 degrees of freedom at the 97.5% level of confidence.

For lower diagram, Bo (=ηs/(ηs+ηi)) is seismic albedo (Wu, 1985) and Le
−1 (=ηs+ηi) is the inverse of the distance over which the primary S-

waves energy is decreased by 1/e. 

지진자료를 이용하였다(Fig. 1). 이 자료에서 100 km 미만의

진앙거리, 80 Hz 이상의 sampling 비를 가지며 높은 S/N 비를

보이는 자료를 Q−1 값 계산에 사용하였다.

Fehler et al. (1992)에 의한 MLTW 해석의 첫 단계는 S파

지진파 자료를 그 도달시간부터 15초 길이의 3 시간창 부분으

로 나누는 것이다(Fig. 2). 첫 시간창은 S파 직접파의 주에너

지 전달부분으로 규모 1.4 ~ 5.2의 지진은 대부분 이 시간 범

위에 직접파 에너지가 포함되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시간창은

Fig. 5. Same as Fig. 3 but for 2 ~ 4 Hz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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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파 에너지가 포함되지 않는 산란 에너지만을 포함하는 영

역이다. 각 자료는 S파 신호대비 P파 이전의 잡음비가 2 이상

인 자료만을 골랐다. 세 개의 시간창의 지진파 에너지는 각각

1 ~ 2, 2 ~ 4, 4 ~ 8, 8 ~ 16, 16 ~ 32 Hz의 대역필터를 통과시킨

후 각 제곱하여 더하여 산정된다. 각각 다른 지진 Source와 관

측점 자료를 보정하기 위하여 코다규격화법(Aki, 1980a)을 적

용하였다(e.g. Hoshiba, 1993). 코다규격화를 위한 코다스펙트

럼은 S파 주시시간의 약 2배 정도의 시간부근의 5초간의 시간

창에 대한 코다파를 제곱하여 얻는다(e.g. Chung and Sato,

2001).

각 자료의 지진파 전파에 따른 기하학적 보정은 진원거리 r

의 함수 4πr2을 곱하여서 보정한다. 이와 같이 보정된 관측값

은 4 km 간격으로 평균되어 세 곡선으로 나타내지며 다중산

란모델의 식 (7)에서 구하여진 이론곡선(Fig. 3)과의 차이가 최

Fig. 6. Same as Fig. 3 but for 4 ~ 8 HZ frequency.

Fig. 7. Same as Fig. 3 but for 8 ~ 16 HZ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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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되는 때의 ηi, ηs 값을 구한다. Fig. 3은 다중지연시간창

해석을 각 주파수(1 ~ 2, 2 ~ 4, 4 ~ 8, 8 ~ 16, 16 ~ 32 Hz)에 대

하여 실시한 결과이고 Figs. 4 ~ 8은 그 오차의 범위를 표시하

였다. 오차는 자유도 > 100의 97.5% 신뢰수준의 F분포에서 ηi,

Fig. 8. Same as Fig. 3 but for 16 ~ 32 HZ frequency. 

Fig. 9. Comparison of Qs

−1 for different regions. The values of volcanic regions are connected by grey lines. – Mt. Fuji for near summit and

far summit (Chung et al., 2009), Hawaii, Central California, Long Valley (Mayeda et al., 1992), Kagoshima, Chubu, Shikoku, Japan (Hoshiba,

1993), Canary Island (Canas et al., 1998), South Apennines (Bianco et al., 2002), Furiuri, Italia (Bianco et al., 2005), Southern Spain (Akinci

et al., 1995), Almeria, Southeastern Spain (Pujades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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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s가 1.5가 되는 범위를 도시하였다(Mayeda et al., 1992). 

결론 및 토의

Table 1은 본 연구 결과 값이며, Fig. 9, 10에 다른 지역 값

과 비교하였다. 회색선은 후지산(Chung et al., 2009), 하와이

제도(Mayeda et al., 1992), 카날리 제도(Canas et al., 1998),

일본 카고시마 및 쥬부 지역(Hoshiba, 1993) 등 화산지대의 값

으로 높은 Qi
−1

 가 기대 되는 곳이다. 그 외의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은 캘리포니아 중부 및 Long Valley 지역(Mayeda et al.,

1992), 일본 시코꾸(Hoshiba, 1993), 이탈리아 남 아펜니노 산

맥(Bianco et al., 2002) 및 Firiuli 지역(Bianco et al., 2005) 등

지진 활성지역과 스페인의 남부지역(Akinci et al., 1995) 및

Almeria (Pujades et al., 1997) 등 비교적 한반도보다 지진이

빈번한 곳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와 같은 지진안정지대에 대한

MLTW 연구는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본 연구는 지진의 빈도

와 감쇠값과의 관계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분리된 한반도의 Qi
−1, Qs

−1값 결과는 5 Hz 이하의 값은 매

우 낮은 반면, 10 Hz 이상의 고주파 부근에서는 한반도와 같

은 지진 안정지대의 감쇠값으로는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지진 빈발지역에서의 높은 감쇠값은 활성단층이 움직임

에 따라 생긴 지각의 균열에 연유하는 것으로(Aki, 1980b;

Blakeslee et al., 1989; Lees and Linley, 1994), 지진안정지역

인 한반도에서는 최근에 이르도록 매우 낮은 Q−1감쇠값이 보고

되어 왔으므로(예; Chung and Sato, 2001; Chung and Lee,

2003; Kim et al., 2004; Chung et al., 2005; Chung et al., 2006),

저주파 영역에서는 이와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한반도의 경우 모호에서 반사가 이루어지는 Lg파가

탁월한데, 일본 및 화산지역에서 이루어진 MLTW 연구의 지

진자료는 대부분 직접파이다. MLTW의 이론곡선이 Zeng et

al. (1991)의 해석적인 모델에 근거한 균일한 속도구조로, 한

반도와 같이 모호 다중반사로 특징지워지는 Lg파가 탁월한

경우 후속파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MLTW의 해석적

방법에 의한 균일한 모델에서는 설명할 못할 가능성이 있으

Table 1. Range of model parameters and attenuation values for this

study.

Freq. 
Band 
(Hz)

ηi

(km−1)
 ηS

 (km−1)
 Qi

-1

 (×103)
 QS

−1

 (×103)

1 ~ 2 0.009 
+ 0.008 

0.007
+ 0.007 

3.34
+ 2.97 

2.60 
+ 2.60

− 0.007 − 0.003 − 2.60 − 1.11 

2 ~ 4 0.006 
+ 0.005 

0.003
+ 0.002 

1.11
+ 0.92 

0.56
+ 0.37 

− 0.004 − 0.001 − 0.74 − 0.19 

4 ~ 8 0.010 
+ 0.006 

0.004
+ 0.003 

0.93
+ 0.56 

0.37
+ 0.28

− 0.006 − 0.001 − 0.56 − 0.09

8 ~ 16 0.016 
+ 0.007 

0.007
+ 0.006 

0.74
+ 0.32 

0.32
+ 0.28

− 0.008 − 0.003 − 0.37 − 0.14

16 ~ 32 0.021
+ 0.008 

0.012
+ 0.009 

0.49
+ 0.19 

0.28
+ 0.21 

− 0.009 − 0.005 − 0.21 − 0.12 

Fig. 10. Same as Fig. 8 but for Q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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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것이 고주파수에서의 높은 Qi
−1, Qs

−1값의 연유일 가

능성이 있다. 최근 해석적인 모델 대신, 깊이에 따라 속도가

변하는 층구조에 대하여 수치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모델

(Hoshiba, 1997)로 Q−1 값이 낮추어지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정태웅,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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