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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반도는 유라시아판의 극동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 가장 가까운 판경

계로부터 수백 km 떨어진 판내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인근

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은 판내지진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

각했었다. 즉 지진의 발생빈도가 낮고, 판간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며 지진이 발생하는 공간적인 위치도 불규칙하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반도는 지진에 대해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기상청이 본격적으로 지진을 관측한 1978년 이래 가

장 큰 규모인 국지규모(ML) 5.8의 2016년 경주지진(이하 경주지진)은 ,한

반도는 지진에 대해 안전한 곳이라고 알려져 왔던 통념을 뒤엎을 정도로 지

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대시켰고, 국민들은 지진에 취약한 주요 시설

물에 대한 지진안전성 확보를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지진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 부지에서 

기록된 강진동 자료로부터 내진설계 입력자료인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도출

해야 하는데, 문제점은 현대적인 지진관측망이 설치된 이후에 발생했던 지

진들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불안감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킨 경주지진조차도 모멘트규모(MW) 5.5인 중규모 지진 수준이다

[1, 2]. 한편, 국내에서는 큰 규모의 지진에 의한 강진동을 모사하기 위해서 

주로 추계학적 방법을 적용하였으나[3-6], 저주파수 대역의 표면파와 부지

효과가 적절히 포함된 강진동을 모사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비해 경험적 그

린함수(empirical Green’s function) 방법은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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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단층에서 발생한 중소규모 지진의 기록을 예상되는 큰 지진의 그린함

수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큰 지진 유발단층 모든 부분에 대한 경험

적 그린함수를 획득할 수 없는 등의 제한사항을 내포하고 있지만, 큰 지진에 

의한 관심부지에서의 지진동을 모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널

리 사용되고 있다[7-10]. 경험적 그린함수는 실제 기록된 자료이므로 지진

원과 지진관측소 사이의 복잡한 매질구조에 의한 특성 등을 고스란히 포함

하고 있다. 국내에서 현대적인 지진관측망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설

치되었으므로, 경주지진을 포함하여 경험적 그린함수로 이용할 수 있는 수 

개의 중규모 지진이 잘 기록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경험적 그린함수 방법에 의한 강진도 모사의 적용성

을 확인하기 위해, 경주지진 전진을 경험적 그린함수로 가정하고 본진의 지

진파형을 모사하여 , 관측된 본진의 지진파형과 비교하였다. 그 다음 경주

지진 본진을 경험적 그린함수로 가정하고, 이 지진의 유발단층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큰 지진(시나리오 지진)을 선정하여 해당 지진에 

의해 대상 부지에서 예상되는 강진동을 모사하고 응답스펙트럼을 도출하

였다. 대상 부지로는 인구와 시설이 집중된 국내 광역 도시를 선정하였는데,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의 7개 도시이다. 해당 부지의 위치

는 기상청이 운영하고 있는 지진관측소의 위치로 가정하였다. 

2. 본 론

2.1 경험적 그린함수 방법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서로 다른 두 지진이 동일한 지진관측소에서 기

록되었다면, 두 지진은 결과적으로 전파특성과 부지특성을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지진원에 대한 상대적인 보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규모가 작은 지진

의 실제 기록된 지진파형을 같은 곳에서 발생한 규모가 큰 지진의 그린함수

로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그린함수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기록 지진파형

을 경험적 그린함수라고 한다. 

경험적 그린함수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지진과 모사할 큰 지진 간에 자

기 유사성 관계가 성립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주어질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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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L과 l, W와 w, T와 τ, M0와 m0, D와 d는 각각 큰 지진과 작은 

지진의 단층 길이, 단층 폭, 슬립 지속시간, 지진모멘트, 단층 슬립이다. 이

러한 유사성은 규모에 독립적인 응력강하를 기반으로 하며, 정적 응력강하

는 M0/(LW)3/2 (또는 m0/(lw)3/2)와 비례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모사할 큰 

지진의 단층 면적은 N×N개의 하위단층(subfault)으로 나뉠 수 있고, 각 하

위단층의 면적은 작은 지진의 단층 면적과 일치한다.

응력강하가 규모에 독립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식 (1)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9].






























  (2)

식 (2)에서 는 큰 지진과 작은 지진 사이의 응력강하 비율이다. [11]에 

따르면 2005년 후쿠오카 지진의 경우 모멘트규모 5.0 이상의 지진에서는 

자기유사성 관계를 따른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논쟁의 대

상이 되고 있다. 

큰 지진의 지진모멘트가 작은 지진의 지진모멘트보다 N3배 크고, 동일

한 응력강하(즉 C=1)를 가지며, 큰 지진과 작은 지진의 단층 길이와 폭의 비

율을 N이라고 하면, 큰 지진의 단층이 N×N의 하위단층으로 나뉜다고 할 

때, 큰 지진의 시간이력 A(t)는 작은 지진의 시간이력 a(t)로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12].

 
  




  






 (3)

식 (3)에서 i와 j는 단층의 길이 방향과 폭 방향에 대한 지수, r은 작은 

지진과 지진관측소까지의 진원거리, rij는 각 하위단층과 지진관측소까지

의 진원거리, tij는 작은 지진과 지진관측소와 큰 지진과 지진관측소 사이의 

진원거리와 하위단층별 파열 시작시간에 따른 도달시간 보정항이다. F(t)

는 큰 지진의 하위단층에서 발생하는 지진원 함수와 작은 지진에서 발생하

는 지진원 함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이며, 박스카(boxcar) 함수

나 지수함수 형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9, 10].

2.2 경주지진 전진을 이용한 본진 모사

2016년 9월 12일 20시 32분에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 km 지역에서 

국지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는 기상청이 본격적으로 지진을 관

측한 1978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 경주지진 본진이 발생하기 

약 1시간 전인 19시 44분에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2 km 지역에서 국지규

모 5.1의 전진이 발생하였다. 본진과 전진은 거시적으로 거의 동일한 단층

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1, 2], 경험적 그린함수 방법에 의한 강진

동 모사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진을 작은 지진인 경험적 그린함수

로, 본진을 모사할 큰 지진으로 선정한 후, 국내 7개 광역 도시 지진관측소

Fig. 1. Location of foreshock and mainshock (red star) of 2016 

Gyeongju earthquake (hereafter Gyeongju earthquake), 

and seismic stations (blue triangle) installed at metro-

polises in South Korea. The region surrounded by black 

square is magnified in right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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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록된 본진의 관측 지진파형과 경험적 그린함수 방법에 의한 모사 

지진파형을 비교하였다. 전진과 본진의 위치는 Fig. 1에 도시하였고, 지진

원 정보는 [1]을 참조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두 지진의 규모 차이는 

0.5인데, [13]의 사례를 고려할 때 경험적 그린함수 방법을 무리 없이 적용

할 수 있다. 국내 7개 광역 도시 위치는 기상청이 운영하고 있는 지진관측소

의 위치로 가정하였으며, 각 지진관측소의 위치와 지진계 장비 정보는 

Table 2에 제시하였고, Fig. 1에 도시하였다.

경주지진 전진을 경험적 그린함수로 선정하여 본진을 모사하기 위해 이

용된 입력 파라미터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VS과 Vr은 각각 S파 속도와 

단층파열 속도를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전진과 본진의 모멘트규모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동일한 독립적인 응력강하(즉 C=1)를 가정하였다. N값

은 식 (1)과 Table 1의 모멘트규모를 고려하여 도출할 수 있으나 정수로 계

산되지 않기 때문에(~1.78), 강진동 모사에는 이 값과 가까운 정수(2)를 채

택하였다. 이는 경주지진 본진과 모사된 지진의 규모에 약 0.1 정도의 차이

를 생기게 하는데, 지진규모 측정 시 오차와 모사 결과를 고려할 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 차이로 판단하였다. 단층면상에서 파열은 단층

의 북쪽 상단에서 시작된다고 가정하였다[12].

Fig. 2는 국내 7개 광역 도시 지진관측소에 기록된 전진을 경험적 그린

함수로 가정하여 본진을 모사한 결과를 각각 동서 성분(EW)과 남북 성북

(NS) 지진파형으로 도시한 것이다. 각 지진관측소에서 상단 검은색 지진파

형은 경주지진 본진을 관측한 것이고, 하단 붉은색 지진파형은 전진을 경험

적 그린함수로 가정하여 본진을 모사한 지진파형이다. 시간영역에서 관측 

지진파형과 모사 지진파형의 전체적인 형태와 최대지반가속도 진폭이 유

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강진동 지속시간도 유사하게 모사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관측 지진파형과 모사 지진파형의 동서 성분과 남북 성분의 최

대지반가속도를 구체적으로 비교한 결과를 Fig. 3에 도시하였다. 전체적으

로 모사 지진파형의 PGA가 관측 지진파형 PGA보다 다소 크지만, TEJ 지

진관측소는 이와 반대로 모사 지진파형의 PGA가 관측 지진파형 PGA보다 

다소 작다. USN 지진관측소 지진파형의 PGA는 지진규모를 고려할 때 이

례적으로 큰 값을 보여주는데, 이는 해당 지진관측소 하부에 두꺼운 퇴적층

이 존재하여[14] 발생하는 지진파 증폭현상으로 이해된다.

Fig. 4는 관측 지진파형과 모사 지진파형의 응답스펙트럼을 비교한 것

인데, 해당 응답스펙트럼은 동서 성분 응답스펙트럼과 남북 성북 응답스펙

트럼의 제곱평균제곱근으로 나타내었다. 각 지진관측소에서 검은색 응답

스펙트럼은 관측한 경주지진 본진의 응답스펙트럼이고, 붉은색 지진파형

은 전진을 경험적 그린함수로 가정하여 본진을 모사한 응답스펙트럼이다. 

주파수영역에서 관측 응답스펙트럼과 모사 응답스펙트럼의 전체적인 형태

와 스펙트럼가속도 진폭이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진앙거리가 매우 

가까운(~9.0 km) USN 지진관측소의 경우 저주파수 대역에서 모사 응답스

펙트럼이 다소 과대추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근거리에 있는 단층의 

기하하적 특성 등이 지진원 모델에 정밀하게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근거리 단층 효과는 진원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영향이 적

어지는 것을 Fig.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USN 지진관측소 다음으로 지진원

에 가까운 지진관측소는 DAU 지진관측소이며(~53.4 km), 관측 응답스펙

트럼이 응답 응답스펙트럼과 유사하게 잘 모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단층의 기하학적 특성의 영향으로 지진원에 대한 보정

이 어려운 근거리 지진관측소보다 멀리 떨어진 지진관측소가 경험적 그린

함수 방법이 잘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5]에서는 경주지진 전진과 본진은 서로 다른 단층면상에 발생했

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했던 것처럼 경험적 그린함수 방법 자체가 

지진 유발단층의 모든 부분의 경험적 그린함수를 획득할 수 없는 등의 제한

사항을 내포하고 있고, 전진과 본진의 단층면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에 대한 보정을 수행하였으며, Fig. 2와 Fig. 4와 같이 관측 지진파형과 모

사 지진파형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경험적 그린함수 방법을 무리 없이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1. Source parameters of the foreshock and the mainshock of 2016 Gyeongju earthquake

origin time (KST) latitude (°N) longitude (°E) depth (km) magnitude (MW) strike (°) dip (°) rake (°)

2016-09-11 19:44 35.7698 129.1911 13.9 5.0 29 73 178

2006-09-11 20:32 35.7621 129.1903 12.8 5.5 26 68 175

Table 2. Location and instrumentation of seismic stations installed at metropolises in South Korea

metropolitan seismic station latitude (°N) longitude (°E) accelerometer recorder distance* (km)

Ulsan USN 35.7024 129.1232 ES-T Q730 9.0

Daegu DAU 35.8856 128.6188 ES-T Q730 53.4

Busan BSA 35.1048 129.0319 ES-T Q730 74.3

Daejeon TEJ 36.3725 127.3711 ES-T Q730 177.3

Gwangju GWJ 35.1730 126.8915 ES-T Q730 218.6

Seoul SEO2 37.4939 126.9171 ES-T Q330S 279.8

Incheon INC 37.4776 126.6239 ES-T Q730 298.2

*: Epicentral distance between mainshock of 2016 Gyeongju earthquake and seismic station

Table 3. Input parameters for strong ground motion simulation of the mainshock using the foreshock

l (km) w (km) N subfault C VS (km/s) Vr (km/s)

2 2 2 2×2 1 3.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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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주지진의 본진을 이용한 시나리오 지진 모사

2.2절에서 경험적 그린함수 방법의 적용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번에는 

국지규모 5.8의 지진을 작은 지진인 경험적 그린함수로, 경주지진 유발단

층 시나리오 지진을 모사할 큰 지진으로 정한 후, 국내 7개 광역 도시 지진관

측소에서의 지진파형을 모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주지진 유발단층 시나리오 지진의 모멘트규모를 6.5로 

임의 설정하였다. 이 지역의 역사지진을 고려한다고 해도 지표단층작용을 

발생시킨 지진이 없었고, 경주지진에 의한 진도를 고려할 때 당시 역사목록

에 기록된 피해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와 같은 이유로 경주지진 규모에 1.0을 더하여 경주지진 유발단층 시나리오 

지진의 모멘트규모를 6.5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저자의 주관

적인 판단이며, 현재 경주지진 유발단층에 대한 지질학적, 지진학적 및 지

구물리학적 방법에 의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므로, 경주지진 유발

단층 시나리오 지진은 해당 연구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 지진의 지진원 정보는 Table 1의 경주지진 본진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변경되는 것은 단층의 길이와 폭이 확장된다는 점이다. 경주지진

의 본진을 경험적 그린함수로 이용하여 경주지진 유발단층 시나리오 지진

  

  

  

  

  

  

  

Fig. 2. Comparison of observed (black solid line) and simulated 

(red solid line) waveforms with EW and NS components in 

each seismic station

  

Fig. 3. Comparison of peak ground acceleration (PGA) of observed 

(black ×) and simulated (red ×) waveforms with EW and NS 

components in each seismic station

      

     

     

 

Fig. 4. Comparison of response spectrum of observed (black solid 

line) and simulated (red solid line) waveforms in each 

seismic station. Each response spectrum is made from root 

mean square of EW and NS component response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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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사하기 위해 이용된 입력 파라미터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본진과 

시나리오 지진에 동일한 응력강하규모에 독립적인 응력강하를 가정하였

고, 식 (1)과 시나리오 지진의 모멘트규모를 고려하면 N값을 도출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정수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3.16) 실제 모사에는 이 값

과 가까운 정수(3)를 적용하였다. 단층면상에서 파열시작점의 위치는 단층

의 중앙에서 파열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시나리오 지진과 모사된 지진의 

규모에 약 0.05 정도의 차이를 생기게 한다.

Fig. 5는 국내 7개 광역 도시 지진관측소에 기록된 본진을 경험적 그린

함수로 가정하여 경주지진 유발단층 시나리오 지진을 모사한 결과를 각각 

동서 성분과 남북 성북 지진파형으로 도시한 것이다. 각 지진관측소에서 상

단 검은색 지진파형은 경주지진 본진을 관측한 것이고, 하단 붉은색 지진파

Table 4. Input parameters for strong ground motion simulation of scenario earthquake using the mainshock

l (km) w (km) N subfault C VS (km/s) Vr (km/s)

4 4 3 3×3 1 3.5 2.8

  

  

  

  

  

  

  

Fig. 5. Comparison of empirical Green’s function (black solid line) 

and simulated scenario earthquake (red solid line) wave-

forms with EW and NS components in each seismic station

  

Fig. 6. Comparison of PGA of empirical Green’s function (black ×) 

and simulated (red ×) waveforms with EW and NS com-

ponents in each seismic station

      

     

     

Fig. 7. Comparison of response spectrum of empirical Green’s 

function (black solid line) and simulated scenario earth-

quake (red solid line) waveforms in each seismic station. 

Each response spectrum is made from root mean square of 

EW and NS component response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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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본진을 경험적 그린함수로 가정하여 시나리오 지진을 모사한 지진파

형이다. 모사 지진파형의 최대지반가속도 진폭이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규모와 상관하여 강진동 지속시간이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경험적 그린함수로 사용된 관측 지진파형과 시나리오 지진의 모사 지진

파형의 동서 성분과 남북 성분의 최대지반가속도를 구체적으로 비교한 결

과를 Fig. 6에 도시하였다. 2.2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USN 지진관측소 모

사 지진파형 PGA도 규모를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큰 값을 보여주는데, 해

당 지진관측소 하부에 두꺼운 퇴적층이 존재하고 있는 환경이 모사 지진파

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은 관측한 경주지진 본진의 지진파형과 경주지진 유발단층 시나

리오 지진의 모사 지진파형의 응답스펙트럼을 비교한 것이며, 해당 응답스

펙트럼은 동서 성분 응답스펙트럼과 남북 성북 응답스펙트럼의 제곱평균

제곱근으로 나타내었다. 각 지진관측소에서 검은색 응답스펙트럼은 관측

한 경주지진 본진의 응답스펙트럼이고, 붉은색 지진파형은 본진을 경험적 

그린함수로 가정하여 시나리오 지진을 모사한 응답스펙트럼이다. 주파수

영역에서 모사 응답스펙트럼과 관측 응답스펙트럼의 전체적인 형태가 유

사하나 스펙트럼가속도 진폭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저주파수 대역의 

진폭이 고주파수 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절에서 USN 지진관측소의 경우 저주파수 대역에서 스펙트럼가속도 진폭

이 다소 과대추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시나리오 지진에 의한 저주

파수 대역에서 USN 지진관측소의 스펙트럼가속도 진폭이 더욱 과대추정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Fig. 7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2.4 지진동 예측식과 비교

최근 개발된 지진동 예측식 [16]에 모멘트규모 5.5와 6.5, 각 7대 광역 도

시 지진관측소의 진원거리를 대입하여 본진 관측 결과와 시나리오 지진 모

사 결과 비교하였다. [16]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의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적인 지진동 예측식을 결정하였는데, 사

용된 국지규모 2.0~4.9이며, 진앙거리는 1.4~600 km의 범위를 갖는다. 먼

저 지진관측소에서의 부지효과를 무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각 지진관측

소에서이 부지효과를 세 종류로 분류한 후 최종적으로 부지효과를 고려한 

지진동 예측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결정하였다.

loglogepi
  epi

 (4)

식 (4)에서 Y는 관심 지진동(즉 PGA와 같은), M은 국지규모, Repi는 진

앙거리, h는 유사깊이, S는 부지효과 변수, a, b, c, h, d, e는 지진동 예측식 

계수이다. M은 기상청 국지규모이므로, 모멘트규모로 전환하기 위해서 

[17]에서 제안한 수평 성분에 대한 다음의 식을 활용하였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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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은 경주지진 본진의 동서 성분과 남북 성북에 대한 PGA 관측 결과

와 시나리오 지진의 동서 성분과 남북 성북에 대한 PGA 모사 결과를, 모멘

트규모 5.5와 6.5일 경우 [16]의 지진동 예측식 분석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경주지진 본진의 경우 [16]의 결과가 다소 과소 추정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

히 100 km 미만의 진앙거리에서는 큰 편차를 보인다. 시나리오 지진의 경

우는 반대로 다소 과대 추정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PGA

의 진폭 수준이 유사하다.

3. 결 론

2016년 경주지진 전진과 본진을 경험적 그린함수 방법에 적용하여 각각 

본진과 시나리오 지진에 의한 국내 7개 광역 도시에 설치된 지진관측소에

서의 강진동을 모사하였다. 해당 방법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2016

년 경주지진 전진을 경험적 그린함수로 가정하여 국내 7개 광역 도시 지진

관측소에서의 경주지진 본진을 모사한 결과, 관측 지진파형과 모사 지진파

형의 전체적인 형태와 최대지반가속도 진폭이 유사하며, 강진동 지속시간

도 유사하게 모사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진원과 인접한 USN 지진관

측소의 경우 저주파수 대역에서 모사 응답스펙트럼이 다소 과대 추정되었

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관측 응답스펙트럼과 모사 응답스펙트럼의 전체적

인 형태와 스펙트럼가속도 진폭이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2016년 경주지진 본진을 경험적 그린함수로 가정

하고, 시나리오 지진을 경주지진 유발단층에서 발생하는 모멘트규모 6.5의 

지진이라고 가정하여 국내 7개 광역 도시 지진관측소에서의 지진동을 모사

하였다. 모사 지진파형의 최대지반가속도 진폭이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하

였으며, 규모와 상관하여 강진동 지속시간이 길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주파

수 영역에서 모사 응답스펙트럼과 관측 응답스펙트럼의 전체적인 형태가 

유사하나 스펙트럼가속도 진폭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저주파수 대역

의 진폭이 고주파수 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지진

원과 인접한 지진관측소의 경우는 단층의 기하학적 특성의 영향으로 지진

원에 대한 보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근거리 지진관측소보다 멀리 떨어진 

지진관측소가 경험적 그린함수 방법이 잘 적용되었다. 다만, 이는 근거리 

단층의 기하하적 특성 등을 지진원 모델에 정밀하게 반영되면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국내 지진동 예측식은 대부분 추계학적 방법을 적용해서 개발되고 

있다. 현대적인 지진관측망 구축 이후로 모멘트규모 5.0 이상의 중규모 지

진이 몇 차례 발생하였으며 해당 지진자료가 잘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중규

모 지진에 경험적 그린함수 방법을 적용한다면 모멘트규모 7.0 지진에 의한 

  

Fig. 8. Comparison of PGA of mainshock (left), scenario earth-

quake (right) with EW (blue ×) and NS (black ×) compo-

nents, and ground motion prediction equation (red ×) of 

[16] with moment magnitude 5.5 and 6.5 in each seismic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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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진관측소에서의 지진파형까지 모사할 수 있으므로, 이 강진동 자료는 

신뢰성 있는 지진동 예측식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지진파형은 주요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도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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