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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주 KSRS 지진관측망을 이용하여 한반도 및 주변지역의 인공지진원을 식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신호
대 잡음비가 높은 자연지진 150개와 인공지진 56개를 선별하여 표본 집단을 형성하였다. 2차원 Pg/Lg 스펙트럼 진폭 비
의 격자를 구성하여 지진원 식별이 용이한 최적의 주파수 영역으로 Pg(4-6 Hz)/Lg(5-7 Hz)을 도출하였다. 스펙트럼으로
부터 진폭에 대한 지진 규모와 진원 거리의 영향을 보정함으로써 식별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지진모멘트에 대한
모서리주파수의 역비례 관계로 인한 규모 의존 효과를 보정하기 위하여, Brune의 진원 모델을 가정한 이론 스펙트럼을
관측 스펙트럼에서 제거하였다. 진원 거리에 따른 감쇠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최적의 감쇠상수를 계산하여 스펙트럼을
보정하였다. 지진파 전파 경로에 대한 보정으로 지역에 따라 스펙트럼 진폭 비가 달라지는 효과를 제거하였다. 자연지진
과 인공지진 표본 집단 사이의 식별 정도를 각 보정 단계에서 Mahalanobis 거리 계산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규모와 거리
및 경로 보정 전후 두 표본 집단 사이의 Mahalanobis 거리가 1.98에서 3.01로 증가하여 식별 결과에 뚜렷한 향상이 있었다.
주요어: KSRS 지진관측망, 2차원 Pg/Lg 스펙트럼 진폭 비, 규모와 거리 진폭 보정, 경로보정, 식별과정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 procedure for discrimination of artificial events from earthquakes occurred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using data set in the Wonju KSRS seismograph network, Korea. Two training sets representing
natural and artificial earthquakes were constructed with 150 and 56 events, respectively, with high signal to noise ratio.
A frequency band, Pg(4-6 Hz)/Lg(5-7 Hz), which is optimal for the discrimination of seismic sources was derived from
the two-dimensional grid of Pg/Lg spectral amplitude ratio. The corrections for the effects of earthquake magnitude and
hypocentral distance were carried out for improvement of discrimination capability. For correcting the effect of magnitude
dependence due to the inverse proportionality of corner frequency to seismic moment, the Brune’s source spectrum was
subtracted from the observation spectrum. The spectrum was corrected using the optimal damping coefficient to remove
damping effect with the hypocentral distance. The effect of locally varying spectrum ratio was cancelled correcting
variation of wave propagation along the ray path. The performance in discrimination between training sets of natural and
artificial events was compared using the Mahalanobis distance in each step of correction. The procedure of magnitude,
distance, and path corrections show clear improvements of the discrimination results with increasing Mahalanobis distance,
from 1.98 to 3.01, between two training sets.
Keywords: KSRS seismic array, two-dimensional Pg/Lg spectral amplitude ratio, magnitude and distance amplitude
correction, path correction, discrimin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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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연지진으로부터 인공지진을 식별하는 연구는 지진학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과 같은 국제 조약에서 비밀 핵실험 탐지와

재한다(Xie and Patton, 1999). 자연지진과 구별되는 이러한 인
공지진의 특성을 각 지진에 대하여 Pg파에 대한 Lg파의 스펙
트럼 진폭 비를 각각의 주파수를 축으로 하는 2차원 격자로
나타내어 비교하여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Pg/Lg 스펙트
럼 진폭 비의 분포로부터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의 진폭 특성이

검증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Stump et al.,
1994; Joswig, 1999). 한반도를 대상으로 인공지진을 식별하는

가장 대조적인 주파수 영역을 유연하게 도출할 수 있다. 이 밖
에도 두 지진 사이에서 스펙트럼 진폭 비가 드러내는 더 큰 차

연구는 이전부터 수행되어 왔지만 객관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한 주된 이유는 한반도의 내륙과 해역을

이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Fisk et al., 2008).
지진파의 스펙트럼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 측

가로지르는 지진파 전파 경로를 따라서 복잡한 지각구조의 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지진원 특성의 차이로부터 발

화가 있기 때문이다(Che, 2003). 이러한 변화는 근거리 지진파
전파에 영향을 주어서 지역에 따라 지진기록의 진폭과 주기에

생하는 영향이며, 다른 하나는 지진파의 전파과정에서 받는 영
향이다. Fig. 1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의

차이를 일으킨다. 또한 지진원으로부터의 영향과 지진파의 전
파 경로 차이로 인하여, 지진원 식별을 위한 주파수 범위 역시

스펙트럼을 비교하는 예이다. 자연지진의 스펙트럼은 P파와
Lg파의 모서리 주파수가 유사한 위치에 있는 반면, 인공지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Rodgers and Walter, 2002). 그

의 경우에는 P파의 모서리 주파수가 Lg파보다 고주파수 영역

러므로 대상 지역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지진원의 성격을 정확
하게 판별하기가 어려워진다. 지진원 식별을 위하여 가장 보편

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진 모멘트에 반비례하는 모서리
주파수가 Pg/Lg 스펙트럼 진폭 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

적으로 사용하는 MS:mb 방법은 직관적이며 지진 발생시 규모
에 대한 기본적인 지진원 분석 자료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른 주파수 영역의 Pg/Lg 스펙트럼 진폭 비는 지진 규모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Taylor and Denny, 1991; Walter

효율적이다. 그러나 규모가 4.5 이하이거나 2000 km 이상의

and Priestley, 1991; Taylor and Hartse, 1998). 그러므로 서로
다른 규모의 지진을 비교하는 지진원 식별 과정에서 지진 규

진앙거리를 가질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odgers and Walter, 2002). 한반도에

모에 대한 의존성을 보정하여야 한다. 또한, 넓은 지역에 걸쳐

서 발생하는 지진의 규모는 대부분 4.0 이하이며, 인공지진의
경우 규모 3.0 이상은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발생하는 지진원 식별을 위해서는 거리, 부지효과, 비탄성 매
질에 의한 감쇠 효과 등의 전파과정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보

인공지진은 자연지진에 비하여 발산하는 에너지의 주파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지진 속도기록 스펙

정해 주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거리와 규모에 대한
보정을 위하여 MDAC (Magnitude and Distance Amplitude

트럼에서 주파수에 따른 진폭 변화가 크기 때문에, 넓은 주파

Corrections)이라고 알려진 방법(Taylor and Hartse, 1997;
Walter and Taylor, 2001; Taylor et al., 2002; Rodgers and

수 대역의 스펙트럼에 대하여 비교적 고른 진폭 변화를 갖는
자연지진과 대비된다(Fisk et al., 2009). 또한 인공지진은 P파
와 S파의 모서리 주파수가 대등한 규모의 자연지진과 차이를
보이며, 스펙트럼에서 에너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이 존

Walter, 2002)을 사용할 수 있다. MDAC은 Brune (1970)의 자
연지진 모델을 응용하여 P파와 S파의 스펙트럼 진폭 비를 이
론적으로 계산한 후 실제 값과 이론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규

Fig. 1. Exemplary comparison of Fourier amplitude spectra of P and Lg waves between earthquake and explosion. The header of each panel
denotes type and origin time of the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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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 거리에 대한 보정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규모와 거리에 대한 보정 결과에 대하여 지구통계학적 보간
방법을 적용하여 상대적인 경로 보정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
로보정이 지진원 식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수행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식별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sk, 2009). 경로보정을 통하여 자연지진
표본집단의 분산을 상당히 제거할 수 있고, 이러한 분산의 완
화는 식별 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Rodgers and
Walter, 2002).
KSRS 자료를 이용한 인공지진과 자연지진 식별 연구는 과
거 근거리의 소규모 지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수행된 바 있
다. Kim et al. (1998)은 KSRS 자료 이외에 임시 관측소 자료
를 이용하여 인공지진 식별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Pg파
와 Lg파의 스펙트럼 진폭 비를 조사한 결과, Pg/Lg(6 ~ 8 Hz)
의 주파수 범위에서 지진원 식별이 가장 용이한 것으로 나타
났다. Kang et al. (2000)는 일과시간에 대한 고려와 현장조사
를 기반으로 인공지진 표본집단을 구성하여 지진원 식별 연구
를 수행하였다. 한편, KSRS 자료 이외에, Che et al. (2003)은
철원 지진-음파 관측망 자료를 이용하여 지진원 식별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수행
되었던 효과적인 식별기술을 적용하여, KSRS 지진 자료를 이
용하는 한반도에 가장 적합한 지진원 식별 지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

료

Fig. 2. Map showing the locations of events (circle) and Wonju
KSRS seismograph network (triangle) used in this study. The events
are categorized into two training sets representing earthquake in
blue and explosion in red, respectively. Filled circles indicate the
events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Fourier amplitude spectra shown
in Fig. 1.

199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반도 내륙 및

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밤 22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발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원주 KSRS 지진 관측망
에서 기록한 신호 대 잡음비가 높은 파형을 선별하였다.

생한 지진을 자연지진의 표본 집단으로, 지진파-음파 분석을
통하여 공중음파가 함께 관측된 지진을 인공지진의 표본 집단

KSRS 관측망은 수직 성분만을 초당 20 샘플로 측정하는 19

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지진파의 위상은 근거리, 원거리 지진

개소의 단주기 지진계와 3성분 장주기 지진계 6개소 및 1개소
의 3성분 광대역 지진계 등 모두 26개의 시추공 관측소로 구

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Pg파와 Lg파의 스펙트럼 진폭 비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펙트럼 진폭 비

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직성분 단주기 지진계만을 사용
하였으며, 19개소 지진계의 자료를 주파수 영역에서 하나의

를 계산하기 위해 우선 두 지진파의 시간창(time window)을
설정하였다. 먼저 Pg파와 Lg파의 평균 군속도를 각각 5.7 km/

스펙트럼으로 합하여 신호 대 잡음비를 높였다. 다른 많은 연

s와 3.3 km/s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군속도가 도착하는 시간을

구에서 단주기 지진 기록에 대한 P파와 S파 에너지의 진폭 비
또는 스펙트럼 진폭 비를 이용한 지진원 식별이 효과적이라는

중심으로 하여 Gaussian 함수의 표준편차 σ로부터 ± 1.96σ
(~95%)의 길이로 설정하였다. Lg파 시간창의 표준편차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Taylor et al., 1988, 1989; Walter et al.,
1995; Hartse et al., 1997). 연구에 사용한 주파수의 스펙트럼
범위는 주파수에 존재하는 잡음과 고주파수의 알리아스(alias)
효과를 고려하여 1 ~ 7 Hz로 제한하였다. 한반도 전체를 대상
으로 연구 지역을 설정하였고, 산출하고자 하는 KSRS 관측망
의 지진원 식별 지표가 지진원의 특정 지점 또는 방향에 한정
하지 않도록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의 고른 분포를
고려하였다(Fig. 2). 통계적인 판별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
연지진과 인공지진의 표본 집단을 구성하였다. 야간에는 발파

Δ
σ = σref × -------Δref

(1)

이며 진앙거리(Δ)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였다. 여기서 Δref 는
기준거리 100 km이고, σref 는 기준거리에서 시간창의 표준편
차로 2.0초의 값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Δref 와 σref 는 Che
(2003)에 제시된 값을 참고하였다. Pg파의 시간창은 P파와 S
파의 평균적인 속도 비를 이용하여 Lg파 시간창의 vS/
vP(≈ 1/ 3 )배로 정하였다(Kim et al., 1997; Gitterma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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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Pg/Lg 2D spectral amplitude ratios corresponding to the Fourier amplitude spectra shown in Fig. 1. Small rectangles in 2D grids
of both the events represent the optimal frequency range, Pg(4-6 Hz)/Lg(5-7 Hz), for discrimination between earthquake and explosion. Large
rectangles show bounds, Pg/Lg(1 ~ 7 Hz), for which the optimal frequency range is searched.

1998; Koch, 2002).

Pg파와 Lg파에 대하여 각각 4 ~ 6 Hz와 5 ~ 7 Hz의 주파
수 창이 가장 높은 σ값인 1.98을 보였다. 그러므로 이 주파수

Pg/Lg 스펙트럼 진폭 비의 2차원 격자
Pg파와 Lg파의 스펙트럼에 대하여 전체 주파수 대역의 스펙

범위를 이후의 자료처리 과정에서 지진원 식별을 위한 최적의
주파수창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이 결과는 Kim et al. (1998)

트럼 진폭 비를 2차원 평면에 나타냈다(Fig. 3). 스펙트럼 진폭

의 Pg/Lg(6 ~ 8 Hz)와 거의 유사한 주파수 범위에 해당한다.

비를 2차원으로 표현함으로써 Pg파와 Lg파 사이의 주파수별
에너지 차이를 시각적으로 더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을 뿐만

규모와 거리에 대한 보정

아니라, 평면 내에 지진원 식별을 위한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주파수 창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식별이 용이한 주파수

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규모의 지진들을 비교하여 식별
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Pg(4-6 Hz)와 Lg(5-7 Hz)가 서

영역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Jeong et al., in

로 다른 주파수 대역의 스펙트럼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서리

preparation).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사각형 주파수창을 설정
하여 자연지진과 인공지진 표본집단을 가장 잘 구분 하는 최

주파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규모에 대한 의존성을 무시할 수
없다(Taylor and Denny, 1991; Walter and Priestley, 1991;

적의 주파수창을 계산하였다. 주파수창의 너비는 2 ~ 5 Hz로
설정하여 격자 내 1 Hz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평균 Pg/Lg 스

Taylor and Hartse, 1998). 지진원 식별 결과의 지진 규모 의존
성은 표본 집단의 분산을 증가시키고, 자료에 일정한 경향성이

펙트럼 진폭 비를 구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Pg/Lg 스펙트럼 진

나타난다(Rodgers and Walter, 2002). 또한 거리에 따른 기하
학적 확산(geometrical spreading)과 지구 내부 물질의 특성으

폭 비는 자연지진 표본 집단과 인공지진 표본 집단으로 나누
어 선형판별분석을 수행하였다. 2차원 격자 내 식별이 가장 용

로 인한 비탄성 및 산란 감쇠(attenuation) 역시 스펙트럼에 영

이한 최적의 주파수 창을 찾기 위하여, 두 집단 사이의 분리
정도를 통계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마할라노비스 거리

향을 주기 때문에 보정을 해주어야 한다. 여기서는 Rodgers
and Walter (2002)가 제시한 MDAC 방법으로 규모와 거리에

(Mahalanobis distance, δ )를 계산하였다. 자연지진과 인공지진
표본 집단에 대하여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다음 식과 같이 정

대하여 스펙트럼을 보정하였다.
MDAC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Brune
(1970)의 자연지진 모델을 기반으로 이론적인 P파와 S파의 스

의하였다.
2

(μex – μeq)
δ = ----------------------2
2
(σex + σeq)

(2)

위 식에서 μ와 σ 2는 각각 인공지진(ex)과 자연지진(eq) 표본
집단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나타낸다.

펙트럼 진폭 비를 계산한다. 규모와 거리에 대한 보정은 다음
식과 같이 관측 스펙트럼 진폭 비와 이론 모델 스펙트럼 진폭
비의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log Ac( f ) = log Ao( f ) − logAp( f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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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Ac( f )는 보정 스펙트럼 진폭 비, Ao( f )는 관측 스펙
트럼 진폭 비, Ap( f )는 이론 모델 스펙트럼 진폭 비를 나타낸
다. 각 항에서 f 는 주파수 영역임을 의미한다. 이론 모델 스펙
트럼 진폭 비, Ap( f )는 다음 식을 통해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P ( f1 )
= C + M( f1, f2, F, a, k; M0) + DΔ (4)
logAp( f ) = log -----------S ( f2 )
P는 P파의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S는 S파의 스펙트럼을 나타
낸다. C는 부지 효과에 상응하는 상수이고, M는 규모에 대한
보정을 나타내는 함수이며, Δ는 거리(km)이고, D는 거리에
대한 보정을 수행하기 위한 파라미터이다. 식 (4)에 포함된 규
모 보정함수 M에서 지진모멘트에 대한 모서리주파수 조정 파
라미터 F를 제외한 다른 파라미터들에 대하여 임의의 값을 정
해주었다. 파라미터 f1 은 Pg의 주파수 범위 4 ~ 6 Hz의 중간
인 5 Hz, f2 는 5 ~ 7 Hz의 중간인 6 Hz로 결정하였다. P파에
대한 S파 모서리주파수 조정 파라미터 a는 1로 설정하였다.
Rodgers and Walter (2002)는 Pg파와 Lg파의 주파수 범위가
다를 경우 a값에 대하여 1.7을 사용할 것을 추천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두 파에 대한 주파수 창의 범위가 유사하기 때문에,
두 파 사이에 모서리주파수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 본 연구에
서는 Pg파와 Lg파의 주파수 범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
의 같다고 가정하였다. 지진모멘트에 대한 모서리주파수 조정
지수 k는 1/3을 사용하였으며, 지진모멘트(M0)는 지역규모
(ML)와의 관계식, log M0 = 1.5 ML + 16.0 (Hanks and Kanamori,
1979)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파라미터 C, F, D는 격자탐색
법을 이용하여 최적의 값을 결정하였다(Fig. 4). Fig. 5는
MDAC 적용 결과에 대한 규모와 거리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
다. 각각을 보정한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식 (4)에서 거리
보정항만을 고려한 결과를 Fig. 5a에 제시하고 규모 보정항만
을 고려한 결과를 Fig. 5b에 제시하였다. 거리에 대한 보정만
을 수행한 결과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효과적인 보정이 이루어
짐을 알 수 있다(Fig. 5a). 반면에 규모 보정만을 수행한 결과
는 거리에 따라 여전히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며(Fig. 5b), 이
러한 결과는 스펙트럼 진폭의 비에서 진원거리에 따른 감쇠효
과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Fig. 6은 MDAC을 수행하
기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규모와 거리에 대한 경향
성이 상당히 완화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MDAC을 수행하
기 전에는 δ가 1.98이었지만 수행한 이후 2.41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MDAC을 수행함으로써 두 표본 집단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MDAC을 적용함으
로써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에 대한 식별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로 보정
지각이 주요 전파 경로에 해당하는 일정 범위 이내의 진앙
o
거리( Δ ≤ 13 )를 전파하는 지진파는 불균질한 지각의 영향을

Fig. 4. The model error (misfit) surfaces for the Pg(4-6 Hz)/Lg(5
-7 Hz) spectral amplitude ratios used to infer the model
uncertainties and tradeoff between parameters: C vs D (top), C vs
F (middle), and D vs F (bottom). Best fitting parameters are
indicated by black dots at the minimum error.

받고 지각-맨틀 경계에서의 반사파 및 굴절파가 대부분의 에
너지를 차지한다. 또한 많은 지진파 위상들이 비슷한 시간에
도착하고 경계면에서의 위상 전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광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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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Pg(4-6 Hz)/Lg(5-7 Hz) spectral amplitude ratios of the earthquake training dataset corrected for the distance dependence and
plotted versus logarithmic moment (left) and corrected for the moment scaling and plotted versus distance (right). The linear regressions are
plotted as the gray lines.

Fig. 6. Comparison of uncorrected and corrected Pg(4-6 Hz)/Lg(5-7 Hz) spectral amplitude ratios for magnitude and distance. Left column
of panels shows the ratios plotted versus magnitude while right column of panels those plotted versus distance. Black lines represent the
linear discriminant functions which separate two training sets. Gray lines indicate the linear regressions of earthquake training set.

진파는 복잡한 파형을 나타낸다. 이러한 전파 효과는 다양한

통해 자연지진 표본 집단의 산포를 완화함으로써 지진원 식별

지진원 가운데 진원에서 방출된 P파와 S파 에너지의 상대적인
양에서의 차이와 같은 고유한 진원 식별 특성을 불분명하게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Taylor et al., 2002).
경로 보정은 복잡한 지각 구조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지진파 전파 경로에 대한 보정을

는 한, 이론적인 모델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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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MDAC Pg(4-6 Hz)/Lg(5-7 Hz) spectral amplitude
ratios corrected with the kriged correction surface shown in Fig. 7.
Black line represents the linear discriminant function. Gray line
indicates linear regression of the MDAC-kriging corrected
earthquake training set.

집단의 Pg/Lg 스펙트럼 진폭 비 분포를 나타낸다. 이 분포는
지역에 따라 스펙트럼 진폭 비가 불균일한 정도를 나타낸다.
이 분포를 이용하여 상대적인 경로 보정을 수행함으로써 지진
Fig. 7. The correction surface obtained from kriging for the Pg(46 Hz)/Lg(5-7 Hz) spectral amplitude ratios from the MDAC
corrected earthquake training set (blue circles).

원 식별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경로 보정을 수행하기 위
하여, 각 지진에 대하여 KSRS 지진자료의 스펙트럼 진폭 비
와 크리깅 결과로부터 지진과 같은 위치에서 추정한 스펙트럼

우에 지진관측 자료의 전파 경로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야

진폭 비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Fig. 8은 MDAC를 수행한 이
후 경로 보정을 추가한 결과이다. 경로 보정 이후, 인공지진과

하는 경험적인 과정이다. 이를 위하여 전파 경로에 따른 변화
를 크리깅(kriging)과 같은 방법으로 보간(interpolation)하여 공

자연지진 표본 집단 사이의 마할라노비스 거리(δ )가 3.01로 증
가하여 두 표본 집단의 식별 정도가 향상되었다.

간적으로 균질한 분포의 경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방법
은 경로 효과를 일으키는 물리적인 원인에 대한 정보를 고려
하지 않고, 변수의 분포가 조밀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통계처리를 통하여 표본
집단의 분산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며(Phillips, 1999; Rodgers
et al., 1999), 광역적인 경로 효과 분포를 도시하여 지질학적
정보와의 상관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크리깅은 공간상에 분포하는 확률변수들을 이용하여 자료가
없는 지점에서 값을 추정해내는 강력한 통계학적인 방법이다
(Chung et al., 2000). 경로 효과의 공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
여 MDAC을 수행한 자연지진 표본 집단에 대하여 크리깅 방
법을 적용하였다. Fig. 7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자연지진 표본
Table 1. Comparison of Mahalanobis distance among correctional
steps.
Correction

Mahalanobis distance (δ )

none
source, distance
source, distance, path

1.98
2.41
3.01

토

의

지진원 식별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인공지진과 자연지
진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광역 지진파 위상의 진폭에
대한 지진원 및 경로 효과를 제거하는 보정을 수행하는데 있
다. MDAC은 지진학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지진
원 및 지진파 전파 모델을 이용하여 진원 크기와 전파에 따른
지진 기록의 진폭 변화를 보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일차원
전파 모델과 Brune의 단층 진원 모델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
정한 진폭은 지진 규모 및 전파 거리에 독립적이다. 보정된 진
폭이 내포하고 있는 식별 능력에 대한 의미는 보정에 사용한
단층 지진원 모델이 폭발과 같은 인공지진 신호에는 잘 들어
맞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단층 지진원에
대한 보정 결과는 일정한 스펙트럼 진폭 비로 나타나는 반면
에, 폭발 지진원의 보정 결과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연지진 표본 집단에 대한 스펙트럼 진폭
비 보정 결과는 인공지진 표본 집단에 비하여 산포 정도가 낮
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Fig. 6에서 MDAC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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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후를 비교하면, 자연지진 표본 집단의 산포 정도가 보정
을 수행한 이후에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효과 등과 같은 독립적인 연구 결과는 지진활동이 낮은 지역
에서 지진원 식별을 위한 회귀 모델의 분산을 제어하는데 유

지진원 식별은 관측 파형으로부터 진원 효과만을 추출하여
비교하였을 때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전

용한 정보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지진원에 대한 간
단한 이론적인 모델과 기하학적 확산 및 감쇄만을 다루었기

파 경로 효과에 대한 적절한 보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때문에, 향후 앞에서 열거한 다른 연구로부터의 결과들을 결합

다. 단순한 지각구조 모델을 사용한 파형 모델링으로 이론적인
보정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경로 보정은 대부

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분 기존 관측자료를 고려한 경험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로보정을 수행하더라도 경로 보정

결

론

에 따른 식별 능력 향상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원주 KSRS 관측망을 이용하여 한반도를 대상으로 자연지

러나 이러한 경로 보정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 과정을 무시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진원 식별 대상 영역의 지각구조가

진과 인공지진을 식별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인공지진과 자
연지진에 대한 표본 집단을 설정하고, 이들 자료에 대하여 Pg

복잡하지 않을 경우에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경로 보정은
일반적으로 지진원 식별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와 Lg파에 대한 스펙트럼 진폭 비의 2차원 격자를 구성하였
다. 2차원 격자로부터 지진원 식별이 용이한 최적의 주파수 창

있다(Fisk et al., 2009). 경로 보정을 위하여 사용된 스펙트럼

으로 Pg(4-6 Hz)/Lg(5-7 Hz)가 도출되었다. 지진원 식별에 필

진폭 비에 대한 크리깅 정보는 향후 새로운 지진에 대한 진원
판별 과정에서도 경로 보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즉시 활용 가

요한 진원 효과만을 추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모
든 지진자료의 스펙트럼에 대하여 규모와 거리 보정을 수행하

능하다. 또한 지진 자료 추가와 갱신을 위한 크리깅으로 시간
이 지날수록 지속적인 분해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였다. 규모에 대한 보정은 자연지진이나 인공지진 여부에 상관
없이 지진모멘트에 따라 달라지는 모서리주파수의 영향으로

식별에 대한 전파 경로 효과는 조구조적 특성과 관련된 탄
성 및 비탄성 구조의 지각 내 횡적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다.

스펙트럼에 발생하는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크리깅을 이용하여 이러한 특성을 공간 내 균일한 분포로 보

다. 또한 지진파 전파 거리에 따른 영향을 스펙트럼으로부터
제거하였다. 스펙트럼 진폭 비의 규모와 거리에 대한 각각의

간 함으로써 식별에 대한 경로 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 크리깅으로부터 예측한 경로 보정을 적용하는 것이 분

보정 결과를 비교한 결과, 지진의 규모보다 거리에 따른 감쇄
효과가 스펙트럼 진폭 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

산 감소와 지진원 분리 정도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였
다. 이 결과는 기준 지진 표본 집단의 산포를 억제하고 폭발

두 표본 집단 사이의 식별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마할라노비

표본 집단의 분리를 강조하는 경로 보정의 목표에 정확히 부

스 거리를 계산하였다. 규모와 거리 보정 전후로 인공지진과
자연지진 표본 집단 사이의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1.98에서

합한다. 한편 크리깅은 기본 자료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희박하
거나 존재 범위 외곽의 격자점에 대한 값을 제공하기 위하여

2.41로 증가하여, 지진원 식별 분해능이 보정에 의하여 향상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규모와 거리에 대한 보정을 수행한 스펙트

외삽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Fig. 2에 제시된 한반도 북부 지
역에서의 지진활동 분포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

럼 진폭 비에 대하여, 지구통계학 보간 방법인 크리깅을 이용
하여 자연지진 표본 집단에 대한 상대적인 경로 보정을 실시

은 편이다. 경로 효과 보정을 위하여 자연지진 표본 집단에 대
한 스펙트럼 진폭 비 분포를 크리깅을 통하여 구한 Fig. 7의

하였다. 경로 보정 결과, 자연지진 표본 집단의 분산이 뚜렷하

결과는 이러한 기본 자료 분포의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게 줄어들면서 두 집단 사이의 마할라노비스 거리가 다시 3.01
로 증가하였다.

지역에 위치하는 지진은 보정 이후 표본 집단의 분산을 더 크
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산 요인에 대한 분석은

이 연구를 통하여 인공지진 식별을 위하여 규모와 거리 및
경로 보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제시하였다. 규모

향후 지진원 식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주제이다.
한반도와 같이 지진 발생 빈도가 낮고 비교적 작은 규모의

와 거리 보정을 위한 간단한 이론적인 모델과 규모와 위치가

지진에 한정된 자료 조건에서 지진원 식별을 위한 보정 과정

제한적인 지진 자료를 이용하여 크리깅을 통한 비교적 단순한
경로 보정 기준 자료를 각 보정 과정에서 활용하였다. 보정 기

은 불가피하게 경험적인 자료의 외삽을 포함한다. 즉, 제한된
규모와 거리 및 위치의 자료를 이용하여 얻은 회귀분석 모델

준 모델과 자료의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통하여 뚜렷한
지진원 식별 분해능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을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인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하는 문제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전문가의 지식과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를 장래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하여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지역의 진원 및 감쇄 특성에 대한

KSRS 지진관측망을 이용한 지진원 식별에 활용할 수 있다. 향
후 보정이 필요한 각각의 변수에 대하여, 독립적인 상세 연구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지각 속도구조, 감쇄 토모그래피, 반사
및 굴절파 탐사, 응력강하, 지진 이방성, 진원 메커니즘, 부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정 모델과 자료를 보완하는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지진원 식별의 정확도를

원주 KSRS 지진 관측망에 기록된 지진과 폭발 식별 연구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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