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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This study investigates important parameters used to determine an effective peak ground acceleration (EPGA)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se spectra of historical earthquakes occurred at Korean peninsula. EPGAs are very important since they are 

implemented in the Korean Building Code for the seismic design of new structures. Recently, the Gyeongju earthquakes with the largest 

magnitude in earthquakes measured at Korea took place and resulted in non-structural and structural damage, which their EPGAs should 

need to be evaluated. This paper first describes the basic concepts on EPGAs and the EPGAs of the Gyeongju earthquakes are then 

evaluated and compared according to epicentral distances, site classes and directions of seismic waves. The EPGAs are dependant on 

normalizing factors and ranges of period on response spectrum constructed with the Gyeongju earthquake records. Using the normalizing 

factors and the ranges of period determin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response spectra, this paper draw a conclusion that 

the EPGAs are estimated to be about 30 % of the measured peak ground accelerations (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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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반도는 지진학적으로 판구조 운동으로 인한 국지적 응력이 축적되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판 내부에 속하며 발생지진도 판 내부지진의 특성을 

갖고 있다. 판 내부지진은 판 경계지진에 비하여 지진의 시공간 분포가 불규

칙적이므로, 예측이 쉽지 않으며 지진발생 빈도가 낮고 우발적이라 할 수 있

다 [1]. 하지만 최근 들어 울진 (2004, 규모 5.2), 오대산 (2007, 규모 4.5) 등 

중규모 지진활동이 한반도 지역에서 비교적 활발하였으며, 발생한 지진들

은 주로 남동부 일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2, 3]. 최근 경북 경주 남남

서 8 km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경주지진, ‘16. 9. 13, 규모 5.8)은 

지진계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관측된 지진기록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며, 진원이 분포하는 일대는 다수의 고지진학적 지진발생 기록이 있

는 양산단층과 울산단층 등이 분포하고 있다 [4-6]. 지진계측의 기간이 길

지 않으며 중규모 이상의 지진 발생빈도가 낮은 한반도의 특성상 국내의 계

기지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에서 비교적 많은 관측소에서 일정 크기 

이상의 지진파가 계측된 경주지진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약진 지역의 경우에는 지진발생 빈도가 낮은 판 내부지진의 특성 때문

에 지진에 대한 대비가 소홀해 질 수 있으나 도시화로 인한 인구 및 건축물 

밀집 등은 지진발생시 재해의 증폭이 쉽고 그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 막대

한 규모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7, 8]. 하지만 일정 지역에

서 발생 가능한 지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며, 지진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진원에서의 강력한 에너지 발

산에 따라 생성된 지진파가 공간으로 전파되며 크기가 변화되거나 실제 구

조물이 위치하는 토사 지층을 통과하면서 지진파의 동적 특성이 다양해 질 

경주 지진 특집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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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showing effective peak acceleration

and effective peak velocity obtained from a response 

spectrum (ATC 3-06 [15])

수 있다 [9, 10]. 따라서 지진재해 저감을 위한 사전연구의 관점에서 지진원

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구조물과 연관된 내진 공학적 측면에서 계기지

진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요구된다. 

과거에는 계기지진의 분석에 있어 최대지반가속도 (Peak ground 

acceleration, PGA)를 잠재적인 지진손상도로 판단하는 기준이 사용되었

으나 [11] 다수의 최신연구에서는 구조물의 지진피해는 최대지반가속도 

보다 지반운동의 지속시간, 스펙트럴 가속도 특성 등이 보다 중요하다고 언

급하고 있다 [12, 13]. 이는 계측된 지진에 대하여 최대지반가속도만이 아

니라 지진기록 전체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형분석을 수행하여 지진파의 특

성을 분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내의 건축구조기준 (KBC 2016) [14]에서는 신축 건축물

의 내진설계의 적용을 전제로 국내 시⋅군의 행정구역별 발생가능한 지진

재해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지진파의 영향을 물리적 최대값

을 의미하는 최대지반가속도가 아닌 가속도 응답스펙트럼 상에서 가속도

가 가장 크게 분포되는 영역 즉, 구조물에 인입되는 지진에너지가 가장 크다

고 판단되는 영역에 초점을 맞춘 유효최대지반가속도 (Effective peak 

ground acceleration, EPGA)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진 지

체구조적 환경이 달라지면 지진동의 전파과정에서 동적특성이 달라지게 

된다. 국내 내진설계기준의 지진위험도에 활용되는 유효지반가속도의 산

출은 관련연구의 수행 당시 한반도 계기지진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은 이

유로 국내와 지체구조적 특성이 상이한 강진지역인 미국 서부에 대한 연구

결과 및 산출방법을 준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진동 특성이 충분히 반영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지진계측 이후 최대 규모인 경주지진의 지진

파 분석을 통한 유효최대지반가속도 분석은 향 후 국내 내진설계기준의 지

진재해도 또는 설계응답스펙트럼 설정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진기록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유효지반가

속도 산출방법을 정리하였으며, 최근 발생한 경주지진을 대상으로 국내 주

요 관측소의 측정기록을 이용하여 유효지반가속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하여 국내 내진설계기준 상에서 유효지반가속도의 산출을 위해 준용된 미

국의 Applied Technology Council 의 방법론[15]을 분석한 후, 국내 계기

지진의 특성을 해당 방법론에 반영하고자 최근 20년간 국내 주요 관측소에

서 측정된 지진기록의 탄성 가속도 및 속도 응답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응

답스펙트럼에 대한 통계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유효지반가속도의 

산출에 적용되는 주요 계수를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일정 크기이상의 

지진기록이 다수 관측된 경주지진의 주요 관측소 자료에 기반하여 유효지

반가속도를 진앙거리, 지반조건, 가진 방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평가 및 

분석하였다. 

2. 유효최대지반가속도 (Effective Peak Ground 

Acceleration)

Newmark와 Hall[16]에 의해 도입된 유효가속도 (Effective acceleration)

는 지진이 내포하고 있는 구조물의 손상 가능성 (Damage potential)을 정

량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으로서 지표면의 자유장 운동 (Free-field 

motion)에서 계측된 지진가속도와는 차이가 있으며 가진되는 지역의 범위, 

가진파의 주파수 성분, 진원거리, 감쇠특성, 구조물 및 기초의 동적특성 등

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유효최대지반가속도 (Effective peak ground 

acceleration, EPGA)는 가공된 가속도 값으로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존재

한다. ATC 3-06[15]에서는 최대지반가속도(Peak ground acceleration, 

PGA)에 의해 정확히 반영될 수 없는 지진에 의한 실제 구조물의 손상가능

성을 나타내고자 유효최대지반가속도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를 Fig. 1과 같

이 설명하고 있다. 보통의 지속시간을 갖는 지진기록의 5% 감쇠 탄성 응답

스펙트럼을 작성한 후 0.1~0.5초 범위의 스펙트럼 추이를 직선으로 나타내

고 이 범위의 가속도를 정규화 계수 (Normalizing factor)로 나누어 유효최

대지반기속도를 산정한다. 이상의 내용을 수식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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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유효최대가속도 결정시 고려하는 주기영역의 상⋅하

한치, 는 스펙트럴 가속도, 

는 정규화 계수이고 ATC 3-06에서는 


, 

, 

를 유효최대가속도 산출에 적용하였다. 

국내에서는 1997년 국토교통부의 내진설계기준연구 I [17]에서 지진재

해도 지도의 작성 시 유효최대지반가속도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해

당단계에서는 관련 분야의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ATC 3-06의 절차 

및 주요 계수를 대부분 준용하였다. 국내 내진설계기준 상의 지진재해도는 

구조물을 설계할 지역의 예상지진강도에 대한 노출정도를 표현한 것으로, 

국내 시⋅군 등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사용하여 지진구역 I, II로  나타내었

다. 일반적으로 각 지역에서 예상할 수 있는 최대유효지반가속도 (EPGA)

를 구조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값을 토대

로 설계기준 상의 구조물 설계를 위한 지진구역별 지역계수가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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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atabase of earthquake records measured in the Korean peninsula

No Earthquake Date Magnitude Depth, km Latitude Longitude Number of data Distance range, km Data source

1 Gyeongbuk, Yeongju 20011121 3.42 9.4 36.69 128.29 106 19.0 – 331.3 KIGAM, KMA

2 Gyeongbuk, Uljin 20011124 3.81 7.0 36.75 129.96 108 81.1 – 497.7 KIGAM, KMA

3 Incheon, Bakryeongdo 20020723 4.80 2.0 35.56 122.18 34 373.1 - 674.8 KIGAM

4 Gangwon, Cheorwon 20021209 3.65 10.0 38.86 127.26 110 108.6 – 668.4 KIGAM, KMA

5 Jeonnam, Jindo 20030323 4.83 9.6 34.96 124.39 88 112.3 – 657.6 KMA

6 Chungnam, Taean 20030609 3.89 10.5 36.00 123.60 36 325.2 – 673.7 KMA

7 Chungnam, Dangjin 20031013 3.42 11.5 36.95 126.51 118 25.0 – 429.8 KIGAM, KMA

8 Gyeongbuk Seongju 20040426 3.62 10.5 35.84 128.22 64 33.2 – 373.3 KIGAM, KMA

9 Gyeongbuk, Uljin 20040529 5.08 12.0 36.67 129.29 110 14.8 – 473.8 KIGAM, KMA

10 Chungnam, Geumsan 20040805 3.21 8.5 35.90 127.40 42 3.0 – 247.3 KIGAM, KMA

11 Busan 20050629 4.13 5.5 34.50 129.05 64 54.9 – 437.3 KIGAM, KMA

12 Gangwon, Taebaek 20060119 3.53 3.1 37.21 128.80 68 9.6 – 405.0 KIGAM, KMA

13 Gyeongbuk, Sangju 20061204 3.20 16.3 36.46 127.91 28 36.2 – 357.8 KIGAM

14 Gangwon, Odaesan 20070120 4.55 13.1 37.68 128.59 124 30.5 – 467.2 KIGAM, KMA

15 Jeju-do, Jeju-si 20080531 4.20 19.8 33.50 125.69 78 87.3 – 567.3 KIGAM, KMA

16 Gyeongbuk, Andong 20090502 3.80 7.1 36.61 128.76 84 28.2 – 378.1 KIGAM, KMA

17 Pyeongyang, Junghwa 20090821 3.80 12.2 38.82 125.79 48 75.3 – 460.9 KIGAM, KMA

18 Incheon 20141106 2.50 19.6 37.23 126.44 26 49.8 – 248.2 KMA

19 Jeju-do, Jeju-si 20150203 2.30 15.2 33.57 127.64 22 110.4 – 205.0 KMA

20 Jeju-do, Seogwipo-si 20150223 2.60 22.6 33.04 126.28 46 53.5 – 388.3 KMA

※ KIGAM : Database of Korea Institud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MA : Database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3. 국내 계기지진 분석을 통한 정규화 계수 도출

3.1 국내 지진기록의 응답스펙트럼 특징

본 연구에서 고려한 지반운동기록은 최근 20년간 한반도에서 발생한 20

건의 지진에 대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기상청의 지진 관측소 데이

터이다. 지진 발생 일시, 규모, 위치, 진앙거리 등과 같은 상세 정보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지반운동기록은 중규모 지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2.3~5.08

범위의 규모, 3.0~674.8 km범위의 진앙거리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지역별

로는 경상지역이 7건으로 가장 높은 지진발생 비율을 보였다. 한국지질자

원연구원 및 기상청에서 제시하는 Analys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진관측

소 측정데이터의 처리를 수행하였으며, 수집된 원시자료의 처리에 있어서 

정확한 계산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신호의 특성별로 초기 필터링을 실시하

였다. 또한 각 관측소에서 관측한 2개성분 (동서, 남북방향)을 이용하였고 

실제 응답스펙트럼을 계산할 때 주파수의 범위는 0.1 Hz부터 50 Hz 범위

까지 0.1Hz씩 증가시키면서 약 500개의 주파수를 고려하였다.

Fig. 2에서는  국내 지진기록의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을 스펙트럴 형상 

(Spectral shape)과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진앙거리와 지진규모의 변화에 

대하여 비교한 것이다.  지진 규모가 커질수록, 응답스펙트럼상의 최대가속

도응답은 증가하고, 최대가속도응답이 발생하는 지배주기 (predominant 

period)는 장주기영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응답스펙트럼 하

단의 면적 즉, 그래프의 폭이 커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선 경우와 마

찬가지로 진앙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가속도응답은 감소하며, 지배주

기는 변동이 거의 없었다. 지진규모와 진앙거리의 변동에 상관없이 최대가

속도응답이 발생한 후에 가속도응답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내 지진기록의 특징과 더불어 응답스펙트럼의 주파수별 변동폭을 나

타내는 정규화 계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  가속도 스펙트럼 성분이 집중

되어 지진에너지가 높게 분포하는 가속도 일정구간과 가속도 응답이 주기

에 반비례하여 감소하는 속도 일정구간으로 구분하였다. 가속도 및 속도일

정구간을 구분하기 위하여 국내 지진기록의 계측결과에 기반한 속도 응답

스펙트럼을 작성한 후 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응답스펙트럼을 선형화 하였

다. 선형화에서는 이선형 응답스펙트럼과 실제 스펙트럼 하단의 면적차가 

최소가 되도록 최소자승법 (Least standard error)을 사용하였다. Fig. 3과 

같이 선형화된 응답스펙트럼의 변곡점을 기준으로 가속도 및 속도일정구

간을 구분하였다. 국내 지진기록의 특성상 속도일정구간이 시작된 이후에 

속도스펙트럼의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변위 일정구간의 범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최종적

으로 가속도 및 속도일정구간의 결정결과는 Fig. 4에 나타내었다.

이상화한 가속도 및 속도일정구간을 바탕으로 유효지반가속도의 산출

시 적용되는 정규화 계수를 도출하였다. 정규화 계수는 최대지반가속도와 

속도에 대한 스펙트럴 가속도와 속도의 비로, 이를 고려한 유효지반최대가

속도는 최대지반가속도에 비해 응답 스펙트럼 형상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

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ATC 3-06에서는 고려하는 정규화 계수 2.5는 

강진지역인 미국 서부의 지진기록을 대상으로 Newmark and Hall의 연구

[16, 18]에서 적용한 5% 감쇠 탄성응답스펙트럼을 위한 최대유효지반가

속도의 정규화 계수 2.71과 최대유효지반속도의 정규화 계수 2.30에 근거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규화 계수의 도출에 앞서 각 지진별 관측된 지반진동 자료들은 측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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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cceleration response spectra of earthquake records according to the fault distance and moment magnitude

Fig. 3. Constant acceleration and velocity ranges based on 

earthquake records in Korea

리, 지진규모, 지반조건 등의 다양한 인자들의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최대

지반가속도 값을 가지고 있어 지반운동을 분석하여 얻어진 개별 응답스펙

트럼을 단순하게 조합하여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19]. 일

반적으로 최대지반가속도에 대해 각각의 응답스펙트럼을 정규화 하는 것

이 일반적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20]. 

1) 각 지진자료의 최대지반가속도가 동일한 값이 되도록 지진자료를 비

례적으로 조정 

2) 개별 지진기록의 응답스펙트럼을 구한 후, 최대지반가속도가 동일하

도록 스펙트럼 값을 비례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응답스펙트럼

의 정규화를 실시하였다. 정규화된 5% 감쇠 탄성응답스펙트럼에 Fig. 4. 

에서와 같이 최대지반가속도와 속도를 함께 표시하였다. 주파수별 정규화

된 5% 감쇠응답스펙트럼의 분포는 대수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그림에서 적색 실선은 정규화된 5% 감쇠응답스펙트럼의 분포에서 50% 백

분위 (mean) 스펙트럼을 나타내며 청색실선은 84.1% 백분위 (mean + 

1standard deviation)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50% 및 84.1% 백분위 스펙

트럼에 대한 최대지반가속도와 속도의 비를 토대로 가속도 및 속도일정구

간의 정규화 계수를 도출하였다. Table 2(a)에서는 지진규모와 진앙거리별

로 가속도와 속도 응답스펙트럼의 정규화계수를 정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 구한 정규화 계수와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하여 Newmark and Hall의 연

구에서 도출한 5% 감쇠 탄성스펙트럼을 위한 정규화 계수는 Table 2(b)에 

제시하였다. 강진지역과 비교할 때 국내지진의 가속도 일정구간은 단주기 

영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단주기 영역의 스펙트럼 응답의 변동폭이 작

게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강진지역 대비 약 65% 수준의 정규화 계수가 도

출되었다. 이와 달리 속도일정구간에서는 응답스펙트럼의 변동폭이 큰 범

위로 증가하여 강진지역과 비교하여 35% 증가한 정규화 계수가 산출되었

다. 특징적으로 국내 지진기록의 경우에는 지진규모가 커지고 진앙거리가 

증가할수록 응답스펙트럼의 변동폭이 증가하여 정규화 계수가 커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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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n and mean +1standard deviation spectra with log-normal probability distributions for velocity responses  

Table 2. Normalizing factors(Spectrum amplification factors) for the horizontal elastic response

(a) Obtained from earthquake records of Korea peninsula (for critical damping of 5%)

Category Mean + One sigma Median (50%)

Magnitude Distance 
* 

** 





M=3

R <100 km 1.686 2.669 1.281 1.040

100km < R < 200 km 1.972 2.459 1.435 1.533

R > 200 km 1.661 2.799 1.337 2.123

M=4

R <100 km 1.812 2.578 1.440 1.788

100km < R < 200 km 1.910 2.538 1.507 1.870

R > 200 km 1.784 3.685 1.457 2.446

M=5

R <100 km 1.771 3.593 1.406 2.748

100km < R < 200 km 1.750 3.570 1.445 2.121

R > 200 km 1.636 4.415 1.359 2.646

(b) Obtained from Newmark and Hall[15]

Category Mean + One sigma Median (50%)

Damping, % Critical 
 

 
 



5 2.71 2.30 2.12 1.65


* : Normalizing factor for the constant acceleration range, 

** : Normalizing factors for the constant velocity range

4. 경주지진의 유효최대지반가속도 분석

4.1 경주지진의 응답스펙트럼 특징

본 연구에서 고려한 경주지진기록은 Table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정 

수준이상의 지진파가 계측된 16개 관측소 (한국기상청 : 13개, 한국지질자

원연구원  : 3개) 데이터이다. 관측소의 분포는 진앙거리 5.86~311.2 km의 

범위 내에 위치하며, 관측소 지반조건은 SB 및 SC지반인 것으로 파악된다. 

관측소 지반조건의 구분은 각 관측소별로 정확한 지반정보 확보가 제한되

기 때문에 관측소 인근 100 m의 시추공 정보를 통해 지반지층의 분포를 확

인하였으며, 지반지층의 대표 전단파속도를 이용하여[21] 관측소의 상부 

30 m 토층의 평균 전단파속도, 를 다음의 식을 통하여 계산하였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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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ismic stations measuring the Gyeongju earthquake

No Station Latitude Longitude
Distance, 

km

Site 

Class

1 Jeonju CHO 35.8214 127.1549 182.7 SC

2 Changnyeong CHR 35.544 128.4917 43.96 SB

3 Daegu DAU 35.8856 128.6188 32.03 SB

4 Deokjeok-do DEI 37.2558 126.1049 305.6 -

5 Taean GBI 36.6255 125.5596 311.2 -

6 Kimcheon GIC 36.0798 128.1024 102.3 SC

7 Gumi GUM 36.2348 128.2903 74.15 SC

8 Muan MAN 35.0939 126.285 283.5 SC

9 Mokpo MOP 34.8169 126.381 260.8 SC

10 Pyeongchang PYC 37.3713 128.3907 159.4 SB

11 Sangju SAJ 36.4079 128.1575 102.5 -

12 Daejeon TEJ 36.3725 127.3711 155 SC

13 Yecheon YCH 36.6296 128.4259 100.8 SC

14 Myunggyeri MKL 35.7322 129.2420 5.86 SC

15 Ulsan USN 35.7024 129.1232 8.23 SC

16 Deokjeongri DKJ 35.9468 129.1089 22.15 SB

(a) Acceleration spectra (NS direction)

(b) Acceleration spectra (EW direction)

(c) Velocity spectra (NS direction)

(d) Velocity spectra (EW direction)

Fig. 5. Response spectra of ground motion records measured 

during the Gyeongju earthquake















  (2)

여기서 는 심도 30 m까지 번째 토층의 두께(m), 는 번째 토층의 전

단파 속도 (m/sec)이다.

Fig. 5(a)와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주지진으로 인하여 진앙부근의 관

측소에서 최대 0.29 g의 최대지반가속도가 관측되었으며, 응답스펙트럼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 0.1초 미만 (10 Hz 이상의 고주파 대역)의 단주기 

영역이 가속도 지반운동의 탁월 주기(Dominant period)영역으로 파악되

었다. 앞서 언급한 20년간 발생한 지진기록에서와 유사하게 진앙거리가 커

지더라도 탁월 주기 영역이 두드러진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가속도 일

정구간의 범위는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en-Menahem과 Singh [22]에서는 지반 운동의 우세 주파수, 가 다

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






∆


  (3)

여기서 는 진원깊이, 는 진원에서 전단파 속도, 는 단층이동 시간, 

∆는 진앙거리이다. 변수 중에서 탁월 주파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은 단층이동 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23]. 경주지진의 우세 주파수가 10 Hz 

이상의 고주파수 영역에 집중된 것은 단층 운동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 

지반탄성에너지가 빠른 시간 내에 방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c)

와 (d)는 경주지진의 속도 응답스펙트럼으로, 약 0.1~0.2초 사이에서 가속

도 일정구간과 속도 일정구간의 경계가 형성됨을 보여준다. 또한 변위 일정

구간으로 전이되는 구간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속도 일정구간 영역이 지

배적으로 나타났다. 

4.2 유효최대지반가속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경주지진의 유효최대지반가속도를 산출함에 있어 앞서 

국내 지진기록의 응답스펙트럼 특징을 토대로 결정한 주요 계수들을 활용

하는 방법과 기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ATC 3-06의 주요 계수들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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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effective peak ground accelerations (EPGAs) 

with peak ground accelerations (PGAs)

Fig. 7. Influence of epicentral distances on effective peak ground 

accelerations (EPGAs) of the Gyeongju earthquake

Fig. 8. Influence of site classes on effective peak ground accelerations

(EPGAs) of the Gyeongju earthquake 

하는 방법 등 두 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다. 따라서 유효최대지반가속도의 산

출방법 계산 시 고려하는 주기구간 (가속도 일정구간)과 정규화 계수를 변

수로 다음과 같이 총 4가지 Case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1) Case 1 : 국내 지진지록의 응답스펙트럼 분석에서 도출한 가속도 일

정구간의 주기범위 (Fig. 4) 및 정규화 계수(Table 2(a)) 사용

2) Case 2 : 국내 설계스펙트럼에서 고려하는 가속도 일정구간의 주기

범위 (약 0.1~0.5초)와 국내지진기록의 응답스펙트럼 분석에서 도

출한 정규화계수 (Table 2(a)) 사용

3) Case 3 : 국내 지진기록의 응답스펙트럼 분석에서 도출한 가속도 일

정구간의 주기범위 (Fig. 4) 및 ATC 3-06의 정규화 계수 (

) 사용

4) Case 4 : 국내 설계스펙트럼에서 고려하는 가속도 일정구간의 주기범

위 (약 0.1~0.5초) 및 ATC 3-06의 정규화 계수 (

) 사용

이 때 국내 설계스펙트럼에서 고려하는 가속도 일정구간은 국내내진설계

기준에서 제시하는 탄성설계응답스펙트럼의 주기 축에 대하여 가속도 응

답이 평행한 구간으로 단주기 설계 스펙트럼가속도,


와 1초주기 스펙트

럼가속도, 
로부터 계산되어 지는 주기의 상한치 (

 




)와 하

한치 (






)로 제시되어 있다. 지진구역 1에 해당하는 지역계

수 0.22를 적용하면 국내 설계스펙트럼에서 고려하는 가속도 일정구간의 

주기범위는 약 0.1~0.5초 범위로 결정된다. 

Fig. 6에서는 4가지 Case에 따라 산출된 최대지반가속도와 유효최대지

반가속도를 비교하고 있다. Case 1과 같이 국내 지진기록의 특성에 따라 

0.15초 미만을 가속도 일정구간으로 고려하면 경주지진의 경우 극히 단주

기 영역에 가속도 스펙트럼 성분이 지배적으로 분포하고, 해당구간에서의 

정규화 계수 (1.636~1.771범위)도 크지 않아 최대지반가속도보다 15%정

도 높은 유효최대지반가속도 값이 산출되었다. 반면 동일한 가속도 일정구

간 범위이지만 정규화 계수를 ATC 3-06에서 고려한 2.5로 적용한 Case 3

에는 정규화 계수가 국내 지진기록의 특성보다 크기 때문에 유효최대지반

가속도가 최대지반가속도보다 20% 수준의 낮은 수치로 평가되었다. 국내 

설계스펙트럼의 가속도 일정구간을 고려한 Case 2와 4의 경우에는 유효최

대지반가속도가 최대지반가속도보다 50%이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는

데 이는 해당 방법이 구조물의 거동에 큰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극 단주기 

영역의 스펙트럼 성분을 고려대상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며, 이는 경주지진

의 응답스펙트럼 상에서 가속도 응답성분이 지배적으로 분포한 주기 범위

가 국내 설계스펙트럼 상에서 가속도성분이 지배적인 가속도 일정구간의 

범위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특히 Case 2의 경우에는 산출된 유효최대

지반가속도 값이 최대지반가속도 값의 30% 수준으로 매우 높은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진앙거리에 따른 유효최대지반가속도의 경향을 Fig. 7에 정리하였다. 

유효최대지반가속도와 최대지반가속도가 Fig. 6에서와 같이 선형 비례한

다고 볼 수는 없지만 두 지표 모두 진앙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로그형 감소경

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se에 관계없이 진앙

거리가 150 km를 초과하면 유효최대지반가속도의 감소폭이 대폭 증가하

여 0.01g 미만 유효최대지반가속도를 보였다.

Fig. 8에서는 지반조건에 따른 유효최대지반가속도의 경향을 정리하고 

있다. 경주지진 시 지진파가 계측된 지진관측소의 지반조건인 

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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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celeration spectra (NS direction) (b) Acceleration spectra (EW direction)

(c) Velocity spectra (NS direction) (d) Velocity spectra (EW direction)

Fig. 10. Comparison of response spectra along distances from epicenter

Fig. 9. Comparison of EPGAs of NS and EW directions

반에 해당하는 각 관측소별 상부 30 m 깊이 평균 전단파속도는 비교적 폭 

넓게 분포하고 있다. 부지 효과로 인한 가속도 증폭으로 지반조건이 

인 

관측소에서의 유효최대지반가속도 값이 지반조건이 

인 관측소에서의 

값보다 평균적으로 35% 큰 수치를 나타내었다. 상부 30 m 깊이 평균 전단

파속도의 변화에 따라서는 

지반의 경우가 


지반조건에 비하여 유효최

대지반가속도가 민감하게 변화하였다. 평가방법 중에서는 국내 지진기록

의 응답스펙트럼 특징을 토대로 가속도 일정구간의 주기영역을 고려한 

Case 1과 3의 경우가 해당구간에서의 부지증폭으로 인한 가속도 응답스펙

트럼의 변화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비교적 일정한 가속도 스펙트럼을 나타

내는 0.1~0.5초 주기 범위를 고려한 Case 2와 4에 비하여 지반조건의 변화

에 따라 유효최대지반가속도 값이 민감하게 변동하였다. 

또한 Fig. 9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경주지진의 경우에는 지진파의 가진 

방향에 따라서 유효최대지반가속도 값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관측소에서 

계측된 두 가지 방향성분인 남북방향 (NS direction)과 동서방향 (EW 

direction) 중에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북방향 지진파의 유효최대지

반가속도가 동서방향 지진파의 유효최대지반가속도와 비교하여 큰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이 때 최대 상한치는 동서방향 지진파의 값에 2배를 넘지 않았다.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하여 경주지진이 관측된 주요 관측소별 응답스펙

트럼 특징 및 유효최대지반가속도를 Fig. 10과 11과 같이 나타내었다. 주요 

지진관측소는 진앙에서 근거리 (진앙거리 25 km 미만)인 울산 (USN)과 

덕정리 (DKJ) 관측소와 진앙에서 원거리 (진앙거리 25 km 이상)인 김천 

(GIC)과 대구 (DAU) 관측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림에 나타난 점선

은 유효최대지반가속도 계산에 고려되는 국내 지진기록 특성을 토대로 결

정한 가속도 일정구간의 범위이며 일점쇄선은 국내 설계스펙트럼에서의 

가속도 일정구간 범위이다. Fig. 10(c)와 (d)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거리 및 

원거리 지진관측소에서 측정된 속도 응답스펙트럼의 초기 기울기는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내고 응답스펙트럼의 기울기가 변하는 변곡점의 위치 차이

는 0.02초 이하의 변화를 나타낸다. 두 범주의 관측소 지진기록이 작은 범

위의 가속도 일정구간 차이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스펙트럼

의 최댓값 이후 Fig. 10(a)와 (b)에서와 같이 원거리 관측소에서의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이 급격한 감소경향을 나타내는 것과 비교하여 근거리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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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S direction (b) EW direction

Fig. 11. Comparison of EPGAs and PGAs along distances from epicenter

소에서는 상대적으로 장주기 영역에도 가속도 성분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는 근거리 지진의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한다. 따라서 근거

리 관측소의 응답스펙트럼은 주요한 스펙트럼 성분이 비교적 장주기인 0.1

초 이후에 분포하고 원거리 관측소의 주요한 스펙트럼 성분은 0.1초 이전의 

극 단주기 영역에 분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Fig. 1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국내 지진기록을 토대로 결정한 가속도 일정구간의 범위 (약 0.15초 

이하)를 유효최대지반가속도의 산출에 적용하면 (Case 1과 3) 해당 범위에 

대부분의 스펙트럼 성분이 존재하는 원거리 관측소의 경우에는 유효최대

지반가속도가 최대지반가속도 대비 일정 수준 감소하지만, 해당 범위 이후

에 대부분의 스펙트럼 성분이존재하는 근거리 관측소의 경우에는 유효최

대지반가속도가 최대지반가속도와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오히려 증폭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는 두 범주의 관측소 에 해당하는 가속도 일정구간의 

일부 차이로 인해 원거리 관측소의 경우는 Case 1과 3에서 고려한 주기범

위 이내에서 가속도 스펙트럼의 감소가 시작되는 것에도 기인한다. 반면 국

내 설계스펙트럼의 가속도일정구간 (약 0.1~0.5초)을 유효최대지반가속

도 산출에 적용하면 (Case 2와 4) 근거리 및 원거리 관측소에서 모두 최대

지반가속도 대비 일정수준 이상 감소된 유효최대지반가속도 값이 나타난

다. 특히,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의 최댓값 이후 그래프의 급격한 감소 경향

을 보이는 원거리 관측소에서는 계산 시 고려한 주기범주에서 응답스펙트

럼 성분이 매우 작으므로 최대지반가속도의 85% 수준 이상으로 현격히 감

소된 유효최대지반가속도 값이 산출되었다.

5. 결 론

유효최대지반가속도는 지진이 내포하고 있는 손상 가능성을 정량화하

기 위한 대안으로 고려된 개념으로서 가속도 응답스펙트럼 상에서 가속도

가 가장 크게 분포되는 영역, 즉 구조물에 인입되는 지진에너지가 가장 크다

고 판단되는 영역에 초점을 맞춘 가속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계기지진

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효최대지반가속도의 산출에 반영되는 주요 계수를 

도출하였으며, 최근 일정 크기 이상의 지진기록이 다수 관측된 경주지진의 

주요 관측소 자료를 활용하여 유효지반가속도를 산출하고 결과를 분석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주지진으로 인하여 지진관측소에서 측정된 응답스펙트럼의 가속

도 지반운동은 0.1초 미만 단주기 영역에서 우세주기영역을 가지며 

약 0.1~0.2초 사이에서 가속도 및 속도일정구간의 경계가 형성된다. 

또한 변위 일정구간으로 전이되는 구간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속도 

일정구간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2) 강진지역의 지진기록을 토대로 도출된 정규화 계수와 비교하여 국내 

지진기록에 근거하여 도출된 정규화 계수는 가속도 일정구간의 경우 

강진지역대비 약 65% 수준의 정규화 계수가 도출되었으며 속도 일정

구간에서는 응답스펙트럼의 변동폭이 크게 증가하여 강진지역과 비

교하여 35% 증가한 수치로 정규화 계수가 결정되었다. 이는 강진지

역에서 평가된 정규화 계수를 사용하여  설정된 현 내진설계기준의 

설계스펙트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 지진기록의 특성에 따라 0.15초 미만의 주기범위를 적용하면 경

주지진의 유효최대지반가속도는 최대지반가속도와 유사 혹은 소폭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국내 설계스펙트럼의 가속도 일정구간

인 약 0.1~0.5초를 주기범위로 적용하면 경주지진의 유효최대지반

가속도가 최대지반가속도의 30%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4) 진앙거리가 150 km이상이면 유효최대지반가속도의 감소폭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부지 효과로 인한 가속도 증폭으로 


 지반조건의 유

효최대지반가속도 값이 


 지반조건보다 35% 큰 수치를 보였다. 대

부분의 경주지진기록은 남북방향 지진파의 경우가 동서방향 지진파

의 경우보다 최대 2배의 유효최대지반가속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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