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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진발생시 주요 시설물의 위험 정도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에는 시설물이 위치한 부지에 지진
계를 설치하고 시설물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진파가 감지되면 즉각 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있
다. 그러나 이 방법의 단점은 시설물의 지진피해 가능성을 부지 내에 설치된 단일 지진관측소 자료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낮다. 한편 단일 부지 내에 설치된 지진계가 다른 여러 부지의 지진관측소로 구성된 특정 지
진관측망과 연계되어 있을 경우, 관측망 내의 다수 지진관측소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여 네트웍 개념의 신속한 지진 위험
성 감지가 가능하다. 지진관측망 내의 다른 여러 부지 관측소를 동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측소 간의 부지응답특성 변
환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관측소마다 사전에 평가된 고유의 부지응답특성 FIR 필터를 이용하여 시간영역에서 지진
관측자료 간의 부지응답특성을 변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측소 지진파형 간의 부지응답특성 변환은, 특정 지진
관측소의 부지응답 역변환필터와 지진파형의 곱말기의 1차 변환 및 1차 변환된 지진파형과 대상 지진관측소의 부지응답
변환필터와의 곱말기를 통한 2차 변환으로 구현된다. 본 방법을 이용하면 자료 획득이 되지 않은 특정 관측소의 지진동
세기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며, 특정 지진관측소의 계측자료와 인근 관측소로부터 변환된 다수의 지진동세기와
의 크기 비교를 통해 지진관측기기의 이상 유무를 평가하는 이외에도 다양한 지구물리학적, 지진공학적 응용이 가능하다.
주요어: 지진동세기, 부지응답특성, 부지응답 역변환, 부지응답 변환
Abstract: Current earthquake alert notification for immediate post-earthquake procedures for the critical facilities is

exclusively dependent on the ground-motion intensity measures observed at the seismic station located within the site.
This practice is prune to false notification due to a noise and problems of missing and poor quality records of the seismic
station. The credibility of the earthquake alert notification can be enhanced by utilizing the multiple transformed records
of the nearby seismic stations at other sites interconnected to the same earthquake monitoring system by a network. The
time-domain transformation of the site-response between the seismic stations is implemented by convoluting the nearby
records with a pair of forward and inverse FIR filters designed for the site response relative to a seismic basement. The
transformed records from the nearby seismic stations can be used to estimate the ground-motion intensity measures
missing at the site or to evaluate the data quality along with other various possible applications in the area of geoscience
and earthquake engineering.
Key words: ground-motion intensity measure, site response, deconvolution, con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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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분석을 통하여 진앙지 규모 등의 지진특성을 신속하게 추
정하는 데 있다 추정된 지진의 규모와 진앙지는 지진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사전 혹은 즉시 통보되어 지진피해를 최소
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지진관측망을 이
용한 지진 통보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 분 된다 이덕기 등
최근에는 보다 신속한 지진통보를 위해 파만을 이용
하여 지진의 규모 거리만을 도출해 내는 지진조기경보
기술이 큰 규모의 지진이 많이 발
생하는 지역 일본 미국 서부 대만 등 에서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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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측망의 운영 목적 중 하나는 지진관측망을 구성하는
다수의 지진관측소에서 계측된 지진파의 특정 파형 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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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진조기경보기술은 큰규모 지진에 대한 대상지역의
지진관측자료를 기반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큰규모 지진의 경
험이 없는 국내에서는 지진조기경보기술을 국내에 적용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진조기경보기술이 개발되었다 할지라
도 지진발생 위치와 인접한 지역(거리 < 약 50 km)에서는 S파
와 P파의 시간 간격이 짧기(< 6 sec) 때문에 P파 이후 10초 이
내의 지진조기경보 목표시간을 설정할 경우 S파의 크기를 사
전에 예측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다.
주요 시설물의 지진피해 유무를 신속하게 판단하는 효율적
인 또 다른 방법은 시설물이 위치한 부지에 지진계를 설치하
고 시설물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진파가 감지가 되면 즉
각 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하는 것이다. 현재 국
내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 시설물(전력설비,
가스시설물, 댐 등) 부지에 지진계를 설치하고 감지되는 지진
파의 다양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시설물 피해가능성을 통보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의 단점은 시설물의 피해가능성을 부지에 설
치된 지진관측소 만을 이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인접 지역의
잡음 진동에 의해 불필요한 지진피해경보를 발생시키는 오동
작이나 지진관측기기 불량으로 관측을 못하거나 정확한 지진
동을 계측하지 못해 중대한 피해지진 탐지 및 통보가 되지 않
아 시설물에 지진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는 주요 시설물 부지 내에 지진관측소가 운영될
뿐만 아니라 인근에 다수의 지진관측소가 실시간 통신망으로
연계되어 분석되고 있어, 다수의 지진관측소 자료를 통합적으
로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시설물의 지진피해가능성에 대한 신
속통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다.
관측소 자료를 통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진관
측소에 계측된 지진파형을 인접지역의 자료 해석으로부터 간
접적으로 추정하여 지진동 세기를 도출하는 관측소 간의 부지
응답특성 변환기술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관측소마다 사
전에 평가된 고유의 부지응답 변환필터 계수를 이용하여 시간
영역에서 지진관측자료 간의 부지응답특성을 변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진관측망 운영에 있어 본 방법을 이용하면 지진관측망을
구성하는 다수의 지진관측소 간의 지진파형 변환이 가능해져
네트웍 관측 개념의 지진파 위험여부 판단이 가능해지며, 자료
획득이 되지 않은 관측소의 크기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
게 된다. 또한 특정 지진관측소의 계측자료와 인근 관측소로부
터 변환된 다수의 지진계측 추정값과의 크기 비교를 통해 지
진관측기기의 이상 유무도 통계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현재는 단일 관측소에서 계측된 지진동 값만이 절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대상 시설부지의 지진관측값 대표
성 및 관측값의 타당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관측이 되

지 않을 경우에는 지진발생 후 안전조치절차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임의 관측소의 자료를 인근 관측소의 값으로 변환하기 위해
서는 관측소가 갖고 있는 고유의 지진파 부지응답특성과 지진
파의 거리에 따른 감쇠특성을 보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지진관
측소의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증가하는 관측자료 간의 상관
성 정도를 가중치로서 고려하여야 한다.
관측소의 부지응답특성이란 지진의 발생위치, 규모 등과는
무관하게 관측소의 지진파형에 나타나는 통계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진폭 특성으로, 국부적인 지질/지
형구조 및 지반물성, 지진계측기가 설치된 구조물의 동적 특성
및 설명되지 않는 계측기의 응답특성까지도 반영한다.
본 방법에서는 모든 관측소 각각에 대하여 사전에 계산된
부지응답특성 역변환필터와 응답특성 변환필터인 한 쌍의 관
측소간 조합을 이용하여, 임의 관측소의 관측값을 또 다른 관
측소의 응답특성을 갖는 관측값으로 시간영역에서 실시간으로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지진관측망 내에 연계되어 있는 다수의
인접 지진관측소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부지에서의 지진
동세기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본 방법의 적용 예
및 활용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론
인접 부지의 지진동세기 추정 방법
특정한 위치(진앙지), 규모를 갖는 지진이 발생하면, 거리에
따라 지진파의 크기가 감쇠하면서 전파한다. 관측 지점에서의
지진파는 지진원, 지진파전달, 부지효과 및 구조물 응답에 대
한 선형시스템의 곱말기(convolution) 결과로 모델링 될 수 있
다. 전파되는 지진은 다수의 임의의 위치에 설치된 지진관측소

Schematic diagram to show the method of estimating the
ground-motion intensity measure at the j-th seismic station (IM )
by using N-1 number of signals ( c) from the other adjacent seismic
stations of the seismic network receiving N number of seismic
signals (s (n)).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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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파형의 시간영역 부지응답특성 변환을 통한 인접부지의 지진동세기 추정 방법

로 구성된 지진관측망을 통해 계측되고 중앙서버로 Fig. 1과
같이 자료가 실시간 전송된다. Fig. 1의 s (n), s (n), …, s (n)
은 각각의 지진관측소에서 특정 방향의 지진계 센서에 기록된
지진파형을 의미하며, Fig. 1의 (a)를 세부적으로 나타낸 Fig. 2
및 Fig. 3의 순서도에 의해 동일 지진관측망에 속한 타 지진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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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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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소의 기록으로부터 특정 지진관측소의 지진동세기를 신속하
게 추정할 수 있게 된다. Fig. 2는 본 방법을 병렬처리하는 흐
름도이며, Fig. 3은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흐름도이다(그
림 내 기호 f (n), f (n), Att , w , IM , IM 에 대한 설명은 이
하 본문 참조).
부지응답특성 변환 대상인 j 관측소에 대한 지진동세기
(IM )의 추정은 j 관측소 이외의 동일한 지진관측망에 속해
있는 여러 개의 타 지진관측소 i의 기록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중 핵심은 관측소 i의 기록 s (n)을 관측소
j의 기록 s (n)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개념적
인 설명은 Fig. 4에 나타나 있으며 Fig. 2의 (a) 영역, Fig. 3의
(a) 영역에 해당된다. Fig. 4에는 특정 지하 기준면까지는 지진
파가 동일한 크기로 도달하지만 이 이상에서는 부지응답특성
(A( f ))에 따라 크기가 크게 변화함을 나타내고 있다. Fig. 4에
서 지진관측소 i의 지진파형 s (n)은 i 관측소의 부지응답 역변
환필터(f (n))를 곱말기함으로써 가상의 기준관측소 기록으로
변환된 후, 다시 j 관측소의 부지응답 변환필터(f (n))를 곱말
기하여 변환 대상지진관측소의 지진파형 s (n)를 도출하게 된
다. Fig. 4에서 A ( f )=1.0인 경우의 s (n)은 부지응답특성이 제
거된 지하의 가상 지진파 기준면에 대해 예상되는 지진파형의
의미를 갖는다.
한편 지진관측소 간의 응답특성변환에 필요한 부지응답(역)
변환필터(f (n), f (n))의 계수는 사전에 평가된 값을 사용하여
야 한다. 이러한 필터계수는 각 관측소에 대한 지진파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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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tic diagram to show the procedure of estimating the
ground-motion intensity measure at the j-th seismic station (IM )
in parallel process by using the N-1 number of signals ( c) from
the other adjacent seismic stations.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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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diagram to show the procedure of estimating the
ground-motion intensity measures at a nearby site in serial process
by using the time-domain transformation of site responses.

rj

Schematic diagram to explain the method of converting the
time history at the i-th station to the time history expected for the
site response of the j-th station. In this method, conversion process
to the time history expected at a hypothetical seismic basement is
necessary.
Fig. 4.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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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주파수별 푸리에스펙트럼의 상대적인 증폭율을 나타내는
증폭함수 A( f )의 스펙트럼를 이용하거나 기준 관측소에 대한
상대적인 부지응답 증폭율인 A( f )/A ( f ), 혹은 구조물의 상대
적인 지진파응답을 포함한 진폭스펙트럼 T( f )를 이용하여 계
산된다. 부지응답 변환필터는 A( f ) 혹은 T( f )와 같은 주파수
영역의 진폭특성을 동일하게 갖고, 위상은 선형인 FIR 필터로
서 디자인된다. 반면 부지응답 역변환필터는 A( f ) 혹은
T( f ) 와 동일한 주파수영역 진폭스펙트럼을 갖도록 디자인된
다. 지진파의 부지효과나 구조물응답에 대한 위상차이 특성이
알려져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다수의 i 관측소기록으로부터 j 관측소에 대해 변환된 기록
s (n)이 얻어지면 Fig. 3의 절차에 따라 j 관측소에 대한 특정
지진동세기 척도(Intensity Measure)의 크기(IM )가 계산될 수
있다. 지진동세기 척도로는 시간영역의 지진파 기록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는 가속도/속도/변위의 최대값, 구조물의 고유진
동수별 응답스펙트럼의 크기, 누적절대속도(CAV, Cumulative
Absolute Velocity), 스펙트럼강도, 지속시간, 계측진도 등이 있
으며 IM 의 위첨자 x로 구분된다.
한편 N개의 관측소를 갖는 관측망 내의 j 관측소 기록의 추
정은 j 이외의 N-1개의 관측소 기록에 대해 수행될 수 있으며,
N-1개의 관측소 기록을 이용한 j 관측소 기록의 추정치 평균
을 계산하여 도출된다(Fig. 3의 (c)). 관측망 내의 관측소 수가
많을 경우에는 소수의 관측소가 이상이 있어도 의미 있는 추
정값을 제공할 수 있어 지진동 크기를 기준으로 한 신뢰성 있
는 지진피해통보가 가능해진다. 추정치 평균 계산시에 지진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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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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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ij

x

ij

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감쇠 및 관측소 간의 이격거리에 대
한 가중치를 M(규모), R(진앙거리)의 정보 유무에 따라 M,
R 을 이용한 보정(Fig. 3 (d)) 혹은 M, R 이 필요하지 않는 보
정(Fig. 3 (e))을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M, R 을 이용한 보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진의 규모, 진
앙거리에 따른 지진파크기 감소를 나타내는 지진동 감쇠식인
f(M, R )와 진앙거리와 관측소간 이격거리의 함수인 g(·)에 대
한 사전 입력자료가 필요하다. Fig. 3의 (d) 영역은 이러한 보
정상수를 계산하는 과정에 대한 흐름도로서 거리에 따른 감쇠
보정은 기 개발된 규모, 거리의 함수 f (M,R)를 이용하여 보정
상수 Att = f (M, R )/f(M, R )를 곱하여 구현되며, 관측소간의 이
격거리(X ) 및 상대적인 진앙거리에 대한 가중치는 함수값
w = g(R , R ,X )을 곱하여 계산된다. w = g (R , R ,X )는 관측소
간의 진앙거리 차가 작을수록, 관측소간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높은 가중치를 갖는 임의의 함수로서 경험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얻어질 수 있다. Fig. 3의 (e) 영역과 같이 M, R 정
보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변환 대상 관측소로부터의 이격
거리인 R 의 사전 입력자료가 필요하며 R 이내의 관측소
지진동세기에는 동일한 거리감쇠 가중치(즉, Att =1)가 부여
되며 관측소 간의 이격거리(X )에 대한 가중치는 함수값 w =
h(X )을 이용한다.
적용예
Fig. 5, 6은 2007년 1월 20일 발생한 규모 4.8의 오대산지진
에 대한 한반도 남동부 지진관측망에 본 방법을 적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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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of application to the seismic network (block (a)) in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r for Odaesan Earthquake
(M =4.8, '07. 1. 20). Converted time histories of the i-th station (s (n)) to the data at a hypothetical seismic basement s (n) and the subsequent
conversion result to the time history s (n) expected at the j-th station are shown in block (b) and (c), respectively.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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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측된 지진기록의 변환과정 예시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현
재 한반도 남동부지역 지진관측망은 전력연구원이 중심이 되
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공동으로 운
영하고 있다. Fig. 5(a)에서 N=7이며 i=1부터 7까지의 원문자
숫자가 의미하는 지진관측소의 ID는 다음과 같다.

곱말기되어 가상의 지하 기준면(Fig. 4의 A ( f )=1.0인 경우)에
대한 자료인 s (n) 변환된다(Fig. 5(b)). 한편 기준면으로 변환
된 파형들은 다시 f (n) 필터(부지응답 변환필터)와의 곱말기
를 통해 j 관측소의 지진파형으로 변환된다. Fig. 5(b)의 관측

1=HDB, 2=KRC, 3=WSA, 4=WSB, 5=WSC, 6=WSD,
7=WSN

Table 1.

Table 1에 관련 정보가 수록된 상기 7개의 지진관측소는 대
략 40 km이내의 범위에 존재하며, 오대산지진에 대한 7개 지
진관측소의 관측자료인 s (n)은 Fig. 5(b)와 같이 표현된다. 이
들 자료는 과거에 기록된 관측자료이지만 특정 시각에 실시간
중앙 서버로 동시에 입력된 지진파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들 관측자료는 각 관측소별로 f (n)(부지응답 역변환필터)와
i

ir

r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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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for the seismic stations of the seismic network
in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번호 관측소
1
2
3
4
5
6
7

HDB
KRC
WSA
WSB
WSC
WSD
WSN

운영기관
지 명 좌표(경, 위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경주시 효동리 129.4012 35.7307
전력연구원 울산시 서사리 129.2675 35.5861
전력연구원 월성 원전내 129.4773 35.7127
전력연구원 경주시 상계리 129.4079 35.6721
전력연구원 경주변전소 내 129.2435 35.8465
전력연구원 포항시 진전리 129.4018 35.883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월성 원전내 129.4698 35.7067

Example of the procedure subsequent to Fig. 5 that shows the conversion of all the time histories (s (n)) expected at the j-th station
to the records expected at a specific station.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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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 s (n)는 유사한 진앙거리 영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응답특성에 따라 다양한 PGA(Peak Ground Acceleration) 값 분포를 나타내나, 부지응답특성이 제거되어 지하 기
준면으로 변환된 Fig. 5(c)의 관측자료 s (n)는 서로 유사한
PGA 값 분포를 보여준다. 부지응답특성 효과가 제거된
Fig. 5(c)의 지진파형 s (n)의 관측소별 크기 차이는 진앙거리
에 따른 거리감쇠 정도의 차이에 기인하게 된다.
Fig. 6의 (a) 및 (b)는 지진관측망 내 인근 지진관측소로부터
변환된 지진관측소의 지진파형 s (n)을 도시한 것으로 j=3인
i

ir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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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소 WSA로 변환된 s (n), j=4인 관측소 WSB로 변환된
s (n)의 예를 나타낸다. 특별히 WSA, WSB 관측소의 변환 예
를 보여 주는 이유는, 이들 관측소가 서로 인접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부지응답특성이 매우 달라 PGA 값의 차이가 큰 관
측소이기 때문이다. 변환된 지진파형 s (n)는 지진동세기 IM
가 먼저 추출되고(Fig. 6(c)) 감쇠보정상수와 가중치가 곱해져
서 j 지진관측소에 대해 평균적인 지진동세기 IM 를 제공하
는 단계(Fig. 6(d))를 거치게 된다.
상기 지진동세기의 종류로는 시간영역 가속도 최대값인
i3

i4

x

ij

ij

x '

j

Amplitude spectrum (=A( f ) · exp(−π · f · κ)) (a) for the site responses of 7 seismic stations in Fig. 5 used for designing the inverse
site response filters. 71 number of coefficients for the linear-phase forward (f (n)) and inverse (f (n)) site response filters are shown in (b).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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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동세기를 사용하였다.
본 방법의 적용예에서 사용된 f (·)함수는 (1)식과 같고,
g(·)함수는 exp(−X /30)(여기서 w =0.0)로 표현된다. f (·)함
수로는 적용대상 지역에 적합한 지진동감쇠식이 사용될 수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연관희 등(2008)의 PGA에 대
한 지진동감쇠식 결과를 사용하였다.
PGA

ij

ii

ln( f (M, R)) = 30.519 − 1.653·M + (0.474·M − 6.5)·ln(R + 200)
− 0.065·(M − 6) − 1.101·ln(min(R, 50))
+ 0.063·ln(max(R, 50))
(1)
2

Fig. 7은 본 방법의 적용예로 인용된 7개 지진관측소의 부지

응답특성에 대한 부지응답 변환필터를 평가할 때 사용한 주파
수 진폭특성 및 7개 지진관측소의 부지응답 역변환필터를 보
여주는 그래프이다. Fig. 7(a)는, 7개의 지진관측소의 부지응답
특성에 대한 변환필터 및 역변환필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
된 부지증폭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도시한 것이다. Fig. 7(b)에
는 상기 부지증폭함수를 이용하여 생성된 7개 지진관측소에
대한 부지응답 변환필터 및 역변환필터를 도시하였다. 7개 지
진관측소에 대한 부지응답 변환필터 f (n)는 주파수증폭함수
A( f ) 및 κ (anderson and Hough, 1984)를 이용하여 계산된 진
폭 A( f )exp(−π·f·κ)와 동일한 스펙트럼을 갖도록 하고 위상
은 선형인 필터계수 41개인 필터로 상용 신호처리프로그램인
MATLAB(MathWorks , www.mathworks.com)을 이용하여 설
계될 수 있다. 반면 부지응답 역변환필터 f (n)는 부지특성 스
펙트럼 진폭의 역수인 A( f ) exp(+π·f·κ)와 동일한 스펙트
럼을 갖도록 하고 위상은 선형으로 설계하였다. 선형위상특성
을 갖도록 하는 이유는 왜곡되지 않은 변환된 지진파에 대해
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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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동세기 척도를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지진파의 고주파 스펙트럼에 대한 주파수에 따른 지진파에
너지의 감소율 및 에너지 감소에 따른 한계주파수를 결정 짖
는 부지고유의 지층에 대한 비선형성에 기인하여 정해지는 값
으로서 Fig. 7(a)에 본 방법의 작용예 사용되는 κ값을 도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Fig. 7(a)의 주파수증폭함수 A( f ) 및
κ 는 기존 연구결과(연관희, 2007)를 이용하였다.
Fig. 8은 한반도 남동부 지역의 7개 지진관측소 각각에 대해
동일 관측망의 인근 오대산지진관측 지진자료을 이용하여 변
환된 지진동세기 변환값 PGA(IM )과 평균(IM ) 및 실
제 관측된 PGA값(IM )을 표시한 그래프이다. Fig. 8의 그래
프에서와 같이 대다수의 변환 대상인 인접부지의 지진관측소
의 지진동세기 추정값이 WSN을 제외하고는 실제 관측값과
20% 이내에서 서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활용 예상 효과
지진관측망 운영에 있어 본 방법을 이용하면, 지진관측망을
구성하는 다수의 지진관측소 간의 지진동세기 척도에 대한 실
시간 변환이 가능해져 네트웍 관측 개념의 지진파 위험여부
판단이 가능해져 관심 시설물 부지에 설치 운영되는 단일 관
측소 자료의 오류시에도 안정적으로 지진감시를 수행할 수 있
다. 이 밖에 예상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해당 부지에 해당되는 부지응답 (역)변환필터(f (n),
f (n))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시간영역에서 부지 간의 지진파
기록 변환이 가능해짐
2) 관심 부지의 지진관측자료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다
수 지진관측소 자료를 대상 부지로 변환한 추정값까지도 모
두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값을 사용하여 지진경보
에 활용함
3) 특정 지진관측소의 계측자료와 인근 관측소로부터 변환
된 다수의 지진계측 추정값과의 크기 비교를 통해 지진관측기
기의 이상 유무를 통계적으로 판단함
4) 특정 관측소의 값이 계측되지 않을 경우 인근 관측소 자
료로부터 관측되지 않은 값을 추정함
5) 다수의 지진관측망 관측소 자료들을 동일한 부지증폭응
답을 갖는 자료(Fig. 5의 s (n))로 변환함으로서 합리적인 지진
진도 평가 및 지진동 거리감쇠식 개발에 활용함
6) 실질적으로 영구적인 지진관측소 운영이 불가능한 지점
의 부지응답특성을 임시 지진관측이나 지반조사 결과를 이용
하여 사전에 추정하고 인근 지진관측소의 실제 지진파형으로
부터 관측이 어려운 지점의 관측값을 신속하게 추정함
PGA
ij

PGA
j

PGA
j

'

ir

rj

ir

Ground-motion intensity measure of PGA-value converted
to the j-th seismic station (IMPGAij) and their means (IMPGAj') based
on the other adjacent records from 7 seismic stations in Fig. 5 in
comparison with the observed PGA-values at the j-th station
(IMPGAj). f (M, R; M =4.8) represents the predicted PGA-values for
M =4.8 and distance R according to Equation 1.
Fig. 8.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주요 시설물(전력설비, 가스시설물, 댐 등)의
지진피해 감시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부지 내에 설치·

연관희·박동희

226

운영 중인 지진관측소만을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진
피해경보의 오동작이나 지진자료 미관측시 혹은 관측자료의
신뢰성이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실시간 통신망으로 연계되어 있는
대상 부지 이외의 다른 여러 부지의 지진관측소에서 계측된
지진파형을 변환하여 대상 부지의 지진동 세기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진관측소 i, j 간의
부지응답특성 변환은 임의의 기준 관측소(혹은 가상의 지하
기준면)에 대해 상대적으로 평가된 관측소 고유의 부지응답특
성 변환 혹은 역변환 필터를 이용하여 시간영역에서 수행된다.
i 관측소의 부지응답 역변환필터(f (n))와 지진파형간의 곱말기
인 1차 변환은 지진파를 기준 관측소에서의 파형(s (n))으로
변환하며, 기준 관측소로 1차 변환된 파형과 j 관측소 부지응
답 변환필터(f (n))와의 곱말기를 통한 2차 변환은 i 관측소의
지진파형을 최종적으로 j 관측소의 파형으로 변환한다. 변환시
관측소 간의 상대적인 거리 및 진앙거리 등에 대해서도 추가
적인 보정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방법을 2007년 1월 20일 규모 4.8의 오대산지진에 대한
한반도 남동부 지진관측망에 적용한 결과 타 지진관측소의 지
진자료부터 추정된 PGA 값과 실제 관측된 PGA 값은 서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본 방법의 적용이 가능한 여러
활용 예 및 예상 효과 등도 제시하였다. 한편 이상의 결과는
비교적 원거리(R > 200 km)에 위치한 지진관측망에 본 방법을
적용한 예로서 근거리일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관측소 간의 거리 및 진앙거리의
상대적 차이에 대한 최적 가중치 함수형태(Fig. 3의 w =
g(R , R , X )) 등도 향후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될 수 있다.
ir

ir

rj

ij

i

j

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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