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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반도 지진자료의 총 감쇠상수(Qt
−1)를 고유감쇠(Qi

−1)와 산란감쇠(Qs
−1)값으로 분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중산란

모델에 의한 이론코다감쇠(QCexp
−1)값을 구하고 단일산란 모델의 관측코다감쇠(QC

−1)값 및 나머지 감쇠상수 값(Qt
−1, Qi

−1,

Qs
−1)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QCexp

−1 값은 Qi
−1값에 근접한 모습이나, QC

−1값이 24 Hz 고주파수 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Qi
−1보다는 Qt

−1에 가깝고 QCexp
−1 값과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Qi

−1와 Qs
−1값이 실제로는 깊

이에 따라 변하는 값임에도 불구하고 균일한 모델을 이용한 왜곡된 결과이다. 

주요어: 한반도, Qt
−1, Qi

−1, Qs
−1, 다중산란모델, QCexp

−1, 단일산란 모델, Qc
−1 

Abstract: Recently intrinsic and scattering quality factor (Qi
−1 and Qs

−1) was successfully separated from total quality

factor (Qt
−1) on the seismic data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is result, we theoretically calculated the expected coda

quality factor (QCexp
−1) based on multiple scattering model, and compared with other quality factors such as Qt

−1, Qi
−1,

Qs
−1, and observed coda quality factor (QC

−1) obtained by single scattering model. While the QCexp
−1 values are comparable

to the Qi
−1 values, the QC

−1 values are close to the values of Qt
−1 rather than Qi

−1 and QCexp
−1 except for the 24 Hz

frequency.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assumption of uniform scatterer in the Korean Peninsula is unrealistic.

Key words: Korean Peninsula, Qt
−1, Qi

−1, Qs
−1, multiple scattering model, QCexp

−1, single scattering model, QC
−1 

서 론

21세기 들어 최대의 지진피해를 기록한 쓰촨 지진이 이웃

중국에서 발생한 이래 한반도에서도 지진피해 발생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환기되고 있다. 진원 가까이에서 큰 피해를 일으

키는 지진은 진원에서 멀수록 기하학적 감쇠(geometrical

spreading) 및 전파매질에 의한 감쇠로 급격히 진동 에너지가

감쇠되어 피해가 경감되는데, 전파매질에 의한 지진동의 감쇠

는 각 관측점에서 지진파 진폭의 변화를 측정하여 감쇠상수

Q−1 값으로 나타낸다. Q−1 값은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있어서

지반의 진동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로 한

반도에서는 세계의 지진 안정지역에 해당하는 낮은 값이 보고

되었다(예; Chung and Sato, 2001; Chung et al., 2007).

감쇠상수 Q−1는 고유감쇠 (Qi

−1)와 산란감쇠 (Qs

−1)가 합하여

진 값으로 Qi

−1는 얼마나 지진파의 탄성에너지가 열이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었는지를 추정하는 척도라면, Qs

−1는

지진파의 반사와 굴절, 위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Qi

−1는 부분용융에 민감한 것으로 실험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e.g. Stocker and Gordon, 1975; Kampfmann and Berckhemer,

1985), 이를 바탕으로 화산 지역의 마그마를 탐색하기 위해 고

유감쇠값을 조사하는 연구가 행하여진 바 있다(e.g. Chung et

al., 2009). 

산란이론에 근거한 한반도 지각의 감쇠구조 연구는 주로 코

다 Q−1(Qc

−1) 측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e.g. 정태웅 외,

2004; Yun et al., 2007), 이는 S파가 진원에서 지각의 불균질

한 지각매질, 즉 산란체에 한번만 산란되어 관측점에 이르게

된다는 단일산란모델을 바탕으로 하였다(e.g. Aki, 1969; Aki

and Chouet, 1975). 이러한 단순한 가정의 단일산란모델로는

이론적으로 Qi

−1와 Qs

−1를 분리해 낼 수가 없었는데, 1990년대

초에 이르러 두 감쇠값의 분리가 가능한 다중산란모델이 수치

적인 방법(Hoshiba, 1991)과 해석적인 방법(Zeng et al., 1991;

Sato, 1993)으로 제시되었다. 다중산란모델은 Qi

−1값은 S파 직

접파와 코다파의 진폭을 감쇠시키고, Qs

−1는 S파 직접파는 감

쇠시키는 반면 코다파는 증폭시키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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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1값과 Qs

−1값을 분리한다. 아울러 Hoshiba (1993)는 다중산

란모델에서 구하여진 Qi
−1값과 Qs

−1값을 이용하여 이론적인

Qc
−1값을 구하여 단일산란 모델과 비교하는 방법을 제시하였

는데, 이 방법은 그 이후 세계 각 지역에 대하여 수행된 감쇠

값 분리조사 연구에 빈번히 활용되었으며, 분리된 감쇠값에 대

한 신뢰성을 검증하는 유력한 수단이다(e.g. Chung et al.,

2009). 

최근 한반도 자료에 대하여 정태웅, 윤숙영(2009)은 감쇠상

수에 대한 Qi
−1 값과 Qs

−1 값의 분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Table 1). 그러나, 이 값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인 QC
−1 값이 구

해지지 않아, 단일산란 모델에 의한 QC
−1 값과의 비교가 행해

지지 않았다. 이론적인 QCexp
−1 값을 구하여 단일 산란모델을

가정하여 추정한 QC
−1, 분리된 Qi

−1 및 Qs
−1 값들과 비교를 행

하는 것은 분리된 값의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Mayeda et al. (1992)은 Qs
−1가 Qi

−1 보다 큰, 산란체가 많이 분

포하는 하와이 화산 지역에서 QC
−1 값이 Qs

−1 값에 가깝고 이

론적인 QCexp
−1 값과 관측된 QC

−1 값 차이가 큰 사실을 보고한

반면, Bianco (2002)는 Qi
−1가 Qs

−1 보다 현저히 큰, 비교적 균

질한 지각구조 지역에서 관측된 QC
−1와 이론적인 QCexp

−1 값이

모두 Qi
−1 값에 근접한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에서는 정태웅·

윤숙영(2009)이 분리한 Qi
−1 값과 Qs

−1 값을 바탕으로 Hoshiba

(1993)의 방법으로 이론 QCexp
−1값을 구하고 Yun et al. (2007)

이 구한 단일산란 모델의 QC
−1 값 및 Qi

−1, Qs
−1 값과의 비교를

행하도록 한다.

다중산란모델에 의한 이론 코다Q

Hoshiba (1991)는 다중산란 모델에서 산란파(즉, 코다파)에

의한 거리 r, 시간 t에서의 에너지 밀도 Es(r, t)로 정의하고 에

너지 보존법칙을 식 (1)과 같이 소개하였다.

(1)

여기서 W0는 진원에서 방사되는 에너지이며, ηs는 산란감쇠

계수, v는 주어진 매질에서의 지진파 전달 속도이다. 식 (1)의

첫 번째 항은 직접파가 산란에 의해 감쇠되는 것을 의미하며

Wd로 정의한다. 두 번째 항은 산란파의 체적적분으로 Ws로

정의하기로 한다. 

산란 및 고유감쇠상수와 산란 및 고유감쇠계수의 관계는 각

각 Qs
−1 = ηsv/w, Qi

−1 = ηiv/w로 w는 각속도이다. ηsvt는 평균

자유행로(mean free path)를 의미하며, 단일산란모델은 ηsvt<<

1으로 산란이 매우 약한 것을 의미(Born approximation)하며,

ηsvt>>1인 경우는 산란이 매우 강해서 분산모델 (Diffusion

model) 로 정의되며, 지진파 에너지는 분산의 형태로 산란된다

고 가정한다(e.g. Aki and Chouet, 1975). 다중산란모델은 이

분산모델과 단일산란모델의 중간 정도의 산란을 일으키는 것

으로 가정되어 ηsvt 3 정도로 정의된다.

Esn(r, t)을 n차 산란파로 정의하여 식 (2)를 도입한다.

(2)

그러면 n차 산란파의 총에너지는 으

로 정의된다.

식 (2)를 적분하면 로 Ws

는 코다파의 총에너지가 됨은 식 (1)의 두 번째 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이 식의 각 Wsn을 ηst의 급수항과 지수항의 곱으

로 나타내면

(3)

으로 나타내고 An을 구하도록 한다. Sato (1977)는 n=1에서

A1 =1임을 계산하였다. 식 (1) 을 간단히 나타낸 에너지 보존

법칙

 
(4)

 
에 식 (3)을 대입하고 식 (1)의 Wd = W0 exp (−ηst)임을 상기

하면

(5)

인데, 식 (5) 가 성립하려면 An = 1/n! 임이 자명하다. 한편 진

원에서의 에너지밀도 고차항 Esn(0, t)를 ηsvt의 급수로 식 (6)

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Gao et al., 1983; Sato, 1988). 

 

(6)

여기서 Cn은 n차 산란계수이며, Hoshiba (1991)는 10차까지

Table 2와 같이 계산하였다. 다중산란모델의 진원에서의 에너

지밀도 함수는 식 (2)와 식 (6)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단일산란

모델은 ηsvt << 1에서 (7-1)과 같이 정리되며,

(7-1)
W0 = W0exp ηs– vt( ) +  

0

t

∫ Es r,t( )4π r
2
dr

~<

Es r,t( ) = Es1 r,t( ) + Es2 r,t( ) + Es3 r,t( ) + ……

Wsn=  
0

vt

∫ Esn r,t( )4πr
2
dr

Ws=Ws1 t( )+Ws2 t( )+Ws3 t( )+……

Wsn t( ) = W0An ηsvt( )
n
exp ηsvt–( )

W0 = Wd t( ) + Ws t( )

W0=W0 1+η
s
vt+A2 ηs

vt( )
2

+A3 ηs
vt( )

3

 + ……[ ] exp× η
s
vt( )

Esn 0,t( ) = Cn

ηsW0

2πv
2
t
2

----------------- ηsvt( )
n 1–

exp ηsvt( )

Es 0,t( ) = 
ηsW0

2πv
w
t
2

---------------- exp ηsvt–( )

Table 1. Intrinsic and scattering attenuation coefficients (ηi and ηS),

and quality factors obtained by Chung and Yun (2009).

Freq. 
Band 
(Hz)

ηi ηS  Qi
−1  Qs

−1

 (km−1)  (km−1)  (× 10−3)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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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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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산란모델은 ηsvt 3에서 (7-2)와 같이 정리된다.

 (7-2)

관측점이 진원에 가까울 때 Qc
−1는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e.g. Del Pezzo et al., 1987).

(8)

식 (8)에서 구해지는 Qc
−1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론적

인 값(QCexp
−1)으로 정의하고 식 (7-1)을 식 (8)에 대입하면 단

일산란모델의 값

(9-1)

가 도출되고, 식 (7-2)를 식 (8)에 대입하면 다중산란모델의 값

(9-2)

이 도출된다.

식 (1)에서 (9-2)까지 고유감쇠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전

개하였는데, 고유감쇠를 고려할 경우, (9-1), (9-2)에 고유감쇠

항 Qi
−1을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Hoshiba, 1991). 즉, 다중산란

모델 (9-2)식에서 을 적용하고, Qi
−1항을 더하여

QCexp
−1를 구하는 식 (10)이 완성된다(Hoshiba, 1993).

(10)

그런데, Hoshiba (1991)는 산란체의 분포가 균일한 정도에

서 벗어날수록 QCexp
−1와 Qc

−1값의 차이는 피할 수 없다고 하

였다.

자료 분석 및 결과

정태웅, 윤숙영(2009)은 기상청(KMA)과 한국지질자원연구

원(KIGAM)의 관측소에서 기록된 규모 1.4에서 5.2에 이르는

329 지진자료를 이용하여 Qi
−1값과 Qs

−1값(Table 1)을 분리 하

였다. 한편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Yun et al. (2007)은 단일

산란 모델을 가정한 Qc
−1값을 추정하였다(Table 3). Table 3 에

는 정태웅, 윤숙영(2009)이 분리한 Qi
−1값과 Qs

−1값(Table 1)을

바탕으로 Hoshiba (1993)의 방법으로 이론 Qc
−1값을 Yun et

al. (2007)이 추정한 단일산란 모델의 Qc
−1값과 함께 아울러 표

기하였다.

Fig. 1은 관측 및 이론 QCexp
−1 값, 그리고 Qi

−1 와 Qs
−1 값을

한곳에 도시한 그림이다. 이론적인 QCexp
−1값이 Qi

−1값에 근접

한 모습이나, Qc
−1값이 24 Hz의 고주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파수 구간에서 Qi
−1보다는 Qt

−1에 가깝고 이론적인 값과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남부 알래스카(Dutta

et al., 2004), 하와이 제도(Mayeda, 1992), 북동부 이탈리아 산

악지역(Bianco, 2005) 등의 지역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반면,

일본 열도(Hoshiba, 1993)와 이탈리아 남부아펜니노산맥 지역

~<

E
s

0,t( )=
η

s
W0

2πv
2

t
2

----------------- 1+C2 ηs
vt( )+C3 ηs

vt( )
2

+C4 ηs
vt( )

3

+……[ ]

exp× η– svt( )

Qc

1–
 = 

1

w
----–

d

dt
------log t

2
Es 0,t( )[ ]

QCexp

1–
 = 
ηsv

w
--------

QCexp

1–

 = 
1

w
---- ηsv−

ηsv C2+2C3ηsvt+3C4 ηsvt( )
2

+…( )

1+C2 ηsvt( )+C3 ηsvt( )
2

+C4 ηsvt( )
3

+…
---------------------------------------------------------------------------------------------

Qs

1–

=ηsv/w

QCexp

1–

=Qs

1–

1
C2+2C3ηsvt+3C4 ηsvt( )

2

+……

1+C2ηsvt+C3 ηsvt( )
2

+……
----------------------------------------------------------------------------–  + Qi

1–

Table 2. The values of C
n
 (Hoshiba, 1991).

n Cn

2 1.22 ± 0.025 

3 0.71 ± 0.043 

4 0.26 ± 0.013 

5 7.3×10−2 ± 2.8×10−3

6 1.5×10−2 ± 9.0×10−4 

7 2.8×10−3 ± 2.4×10−4

8 4.3×10−4 ± 3.7×10−5

9 5.5×10−5 ± 4.4×10−6

10 6.2×10−6 ± 6.4×10−7

Table 3. Observed QC-1 obtained by Yun et al. (2007), and

theoretical QC-1 (QCexp-1).

Freq.  QC
−1  QCexp

−1

Band (Hz) (×10−3) (×10−3)

1 - 2 7.19 + 0.36 2.93

− 0.33 

2 - 4 3.75 + 0.24 1.00

− 0.22 

4 - 8 1.95 + 0.16 0.86

− 0.14 

8 - 16 1.02 + 0.10 0.69

− 0.09 

16 - 32 0.53 + 0.06 0.46

　 − 0.05 　

Fig. 1. Comparison of Q−1 described in Table 1,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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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nco et al., 2002)은 Qc
−1값이 Qi

−1값에 가깝고 이론적인 값

과도 잘 일치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한편, 남부이탈리아와

시칠리아섬 사이의 해협지역에서는 Qc
−1값이 Qi

−1값에 1-6 Hz

대역에서 근접하다가 12 Hz에서 Qt
−1값에 가까워졌으며(Tuv

et al., 2006), 남부스페인 지역은 Qc
−1값이 Qi

−1값에 근접하다

10 Hz를 넘어서면서 Qt
−1값에 가까워졌다(Akinci et al., 1995).

일반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Qi
−1와 Qs

−1값이 실제로는 깊이에

따라 변하는 값임에도 불구하고 균일한 모델을 이용한 왜곡된

결과로 설명되어 왔다(예, Bianco, 2005). 현재 정태웅 · 윤숙

영(2009)의 균일한 모델 대신, 깊이에 따라 속도가 변하는 층

상구조에 대하여 수치계산 방법으로 접근한 모델(Yoshimoto,

2000)에서 Q−1값, 특히 Qs
−1값이 낮아지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

다(Chung et al., 2009). 

결 론

이론적인 QCexp
−1 값을 구하여 단일 산란모델을 가정하여 추

정한 QC
−1, 분리된 Qi

−1 및 Qs
−1 값들과 비교를 행하는 것은 분

리된 값의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

QCexp
−1 값은 Qi

−1값에 근접한 모습이나, QC
−1값이 24 Hz 고주

파수 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Qi
−1보다는 Qt

−1에 가

깝고 QCexp
−1 값과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Qi
−1와 Qs

−1값이 실제로는 깊이에 따라 변하는 값임에도 불구

하고 균일한 모델을 이용한 왜곡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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