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물리와 물리탐사 

Jigu-Mulli-wa-Mulli-Tamsa

Vol. 13, No. 3, 2010, p. 286~294

286

국내 인프라사운드 관측기술의 최신 연구 동향

제일영*·이희일·전정수·신인철·지헌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

State-of-the-art Studies on Infrasound Monitoring in Korea

Il-Young Che*, Hee-Il Lee, Jeong-Soo Jeon, In-Cheul Shin, and Heon-Cheol Chi

Earthquake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Daejeon 305-350, Korea

요 약: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광역 지진관측망 이외에도 7 개소의 지진-음파(인프라사운드) 관측소를 설치하여 운영하

고 있다. 이들 배열식 지진-음파 관측소는 지진파 이외에도 원거리 음원에서 발생하는 인프라사운드 신호를 관측할 수 있

다. 인프라사운드란 대기권을 전파하는 20 Hz 이하 저주파수 음파로 정의되며, 에너지 감쇠가 적어 장거리를 전파하기 때

문에 원거리에서 관측이 가능하다. 국내 인프라사운드 관측기술은 우선적으로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지표발파)을 식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국내 인프라사운드 관측소를 운영한 결과 지진원 식별이외에도 다양한 지구물리학적

자연현상과 북한의 핵실험 등 인위적 폭발현상에서 발생한 인프라사운드를 관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인프

라사운드 관측소를 통해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인프라사운드 음원에 대한 관측사례와 연구결과를 소개하

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인프라사운드 관측기술은 기존 대기에 국한된 관측영역을 넓혀 지구내부−지표면−대기권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자연 혹은 인위적 현상을 관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지구관측기술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향후

지진파와 인프라사운드를 융합한 탐지, 분석기술 개발은 자연현상에 대한 지구물리학적 이해를 넓히고 인위적 폭발현상

에 대한 원거리 정밀탐지기술로 응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주요어: 인프라사운드, 지진-음파 관측소, 인공지진, 지구관측기술

Abstract: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has installed and operated seven seismo-

acoustic (infrasound) arrays as well as seismic stations in Korea. The seismo-acoustic array, which consists of co-located

seismometers and micro-barometers, can observe both seismic and infrasonic signals from distant explosive phenomena.

The infrasound is defined as low frequency (< 20 Hz) acoustic waves in atmosphere. In particular, it can be detectable

at long distance due to its low energy attenuation during propagation in atmosphere. KIGAM adopted the infrasound

technology to discriminate surface explosions from earthquakes only because the surface explosion generally generates

infrasound following seismic signal. In addition to surface explosions, these arrays have detected diverse geophysically

natural and artificial phenomena, such as infrasound signal from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This review introduced

the state-of-the-art studies and examples of infrasonic signal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 conclusion,

infrasound technology would be clearly accepted itself as a new Earth monitoring technology by expanding its detectable

regime to lithosphere-Earth surface-atmosphere. In future, an advanced technology, which allows to analyze seismic and

infrasonic wave fields together, will enlarge the understanding of geophysical phenomena and be used as a robust analysis

method for remote explosive phenomena in the broad infrasound regime.

Key words: infrasound, seismo-acoustic array, surface explosion, Earth monitoring technology

서 론

인프라사운드란 대기압력 변화를 유발하는 다양한 자연 혹

은 인위적 현상에서 발생하고 대기권을 전파하는 20 Hz 이하

의 저주파수 음파로 정의된다. 인간의 가청주파수 대역 이하의

음파로 ‘들을 수 없는 소리’로도 정의되고 있다. 고주파수 대

역의 음파와 비교할 때, 인프라사운드는 에너지 감쇠효과가 적

어 장거리 전파가 가능하다는데 큰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1,000 Hz의 음파가 7 km 전파했을 때 90%의 에너지가 대기

중으로 흡수되나, 인프라사운드 대역인 1 Hz의 경우 3,000 km

까지 전파가 가능하고, 0.01 Hz는 전 지구적 전파가 가능한 것

으로 보고되었다(Bedard and George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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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사운드를 발생시키는 음원(sound source)은 매우 다

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끼리 등 일부 동물들이 멀리 떨어

져 있는 무리와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저주파수 음파를 이용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특수한 인프라사운드 음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지구물리학적 자연현상에서 발생한다. 예

를 들어 대규모 지진(Mutschlecner and Whitaker, 2005), 지진

해일(Le Pichon et al., 2005), 화산폭발(Matoza et al., 2010),

운석폭발(Lee et al., 2005), 오로라(Wilson, 2005), 해양 폭풍

(Hetzer et al., 2008) 등이 있다.

대기권 및 지하핵실험(Donn et al., 1963; Che et al., 2009),

대규모 지표발파(Hagerty et al., 2002), 초음속 비행체

(Waldemark, 1997), 대형 폭발사고(Evers et al., 2007), 로켓발

사(Murayama et al., 2006) 등은 대표적인 인위적 음원에 해당

한다. 특히 인프라사운드 관측기술은 과거 냉전시대 상대국의

대기권 핵실험 감시를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1963년 ‘부분

핵실험금지조약’(PTBT, Partial Test Ban Treaty)에 의해 대기

권 및 수중 핵실험이 금지되자 관측소 운영과 관련 연구가 거

의 중단되었다. 그 후 1996년 유엔이 모든 공간에서 핵무기와

관련된 일체의 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을 채택하였

고, 전 지구적 핵실험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IMS(International

Monitoring System)에서는 지진파, 수중음파, 핵종감시와 함께

인프라사운드를 4대 주요 관측기술로 채택하여 전 세계 핵실

험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IMS에서는 1 kiloton 이

상의 대기권 핵실험을 탐지하고 발생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60개 인프라사운드 관측망을 구축하고 있다

(Christie and Campus, 2010).

음원에서 발생한 인프라사운드는 대기권에 형성된 음파속도

구조에 의해 굴절, 반사, 회절 등에 의해 전파하게 된다. 원거

리 관측소에 도달한 인프라사운드 신호는 주파수−파수 분석,

PMCC (Progressive Multi-Channel Correlation, Cansi, 1995)

방법과 같은 배열식 관측소 신호처리(array processing) 기법으

로 음원의 방향(방위각)과 겉보기 속도(apparent velocity) 등을

계산한다. 인프라사운드 신호의 방위각과 주시(travel time) 정

보는 음원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두 개 이상의 관측

소에서 계산한 방위각을 교차하거나 역산에 의해 음원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다 정확한 위치결정을 위해 전

파도중 바람에 의한 파선편향을 보정하게 된다. 음원위치 결정

에 필요한 이론적 주시는 대기모델을 이용한 파선추적방법으

로 계산된다. 따라서 인프라사운드 신호를 탐지하고 관측신호

의 위상결정(phase identification), 관측소간 신호연계(signal

association), 위치결정(localization)을 위해서는 대기권 인프라

사운드 전파모델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보다 정확한 분석

을 위해서는 현실적 대기모델을 바탕으로 대기전파특성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미국 남감리대학(Southern Methodist

University)과 공동으로 국내에 지진−음파 관측소(seismo-

acoustic array)를 설치하여 지진파와 인프라사운드를 동시에

관측하고 있다(Stump et al., 2004; 제일영, 전정수, 2006). 국

내 인프라사운드 관측소의 설치목적은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서 발생하는 인공지진을 탐지하고 식별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

서는 국내 지진−음파 관측소를 소개하고 최근 한반도 일원에

서 발생한 주요 인프라사운드 음원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연

구결과를 요약하였다.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관측, 한반도에

서 대규모 인공지진(지표발파) 탐지, 쿠릴열도 화산활동 관측,

2004년 울진지진에 의한 인프라사운드 관측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장기간의 발파검증자료를 바탕으로 분

석한 전파환경에 따른 인프라사운드의 전파특성을 소개하고,

계절, 시간에 따른 인프라사운드의 전파특성이 음원위치결정

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국내 인프라사운드 관측소 운영

현재 국내에는 7개의 상시 지진−음파(인프라사운드) 관측

소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한국지질자

원연구원은 인공지진 식별과 자연현상에 기인한 인프라사운드

관측을 목적으로 1999년 국내 최초로 강원도 철원지역에 지진

−음파 관측소를 설치하였다. 그 후 인프라사운드 탐지범위 확

대와 음원 위치결정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강원도 고성, 백령도

등의 지역에 관측소를 추가하였다. 또한 전방지역에 국한된 기

존 관측망의 탐지방위각 확대와 동해에서 발생하는 인프라사

운드 신호를 관측하기 위하여 울릉도관측소를 추가로 구축하

였다. 국내 관측소는 IMS 인프라사운드 관측소의 원형을 따르

고 있으나, 관측소 배열크기, 센서 수, 구성장비는 현지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제일영, 전정수, 2006). Fig. 1은 주요 지진−

음파 관측소의 인프라사운드 센서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관

측소에 따라 최대 18개의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측소 배

열크기는 최대 1.5 km에 이른다. 인프라사운드 센서(micro-

barometer)는 외부압력 변화에 따른 센서 내 표준부피의 상대

적인 압력변화를 측정하며 0.1 ~ 200 Hz 주파수대역에서 일정

한 반응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관측소 주변의 배경잡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사상으로 배열된 다공질 호스와 연

결되어 있다. 국내 관측소와 IMS 인프라사운드 관측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프라사운드 센서뿐만 아니라 같은 지점에 지진

계를 함께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있다. IMS 관측소는 인프라사

운드 관측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내 관측소는 인프라사운드와

지진파 신호를 동시에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진에서 발생

하는 지진파와 인프라사운드 신호를 동일 지점에서 관측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수적으로 대기로부터 지표로 혹은 지반운동

에 의한 대기압 변화를 관측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들 상시

관측소이외에도 임시 인프라사운드 관측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국부지역 미소지진활동 감시의 오염원인 소규모 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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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를 식별하기 위해 소형 인프라사운드 관측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인프라사운드 전파특성 연구를 위해 발파장 등에서

단일 인프라사운드 관측소가 구축되어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인프라사운드 관측사례

북한 지하핵실험 탐지

북한은 지난 2009년 5월 25일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2차 지

하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지진파의 진앙은 2006년 1차 핵실험

위치로부터 서쪽 약 2 km 지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국내 지진−음파 관측소는 지진파(4.6 mb, Shin et al.,

2009) 뿐만 아니라 2차 핵실험에서 발생한 인프라사운드 신호

도 관측하였다. 핵실험 당시 운영되었던 7개 관측소 중 배경

잡음 수준이 높은 김포(KMPAR), 대전관측소(TJIAR)를 제외

한 5개 관측소에서 핵실험 지역에서 발생한 인프라사운드 신

호를 관측하였다(Che et al., 2009).

지진파로 계산한 핵실험 발생시간(00:54:42, UTC)으로부터

약 1,008초 후 첫 번째 인프라사운드 신호가 강원도 고성관측

소(KSGAR)에 도달하였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양구(YAGAR),

철원(CHNAR), 울릉도(ULDAR), 백령도관측소(BRDAR)에

Fig. 1. Spatial distributions of acoustic sensors at major seismo-acoustic arrays in Korea.

Fig. 2. (a) PMCC calculation results based on the infrasonic data from each array, including the azimuth, apparent velocity, and waveform.

Each calculation process was set for the range of 0.23 to 0.36 km/s to cover all possible infrasound arrivals. Initial celerities of each arrival

in the plots are based on the seismic origin time for the event. (b) Location map showing the distribution of the seismo-acoustic arrays

(hexagons) and the seismic loca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black star). Arrays that detected signals from the explosion are marked

with solid hexagons and horizontal distances to the seismic epicenter are also labeled. Solid lines indicate observed infrasonic azimuth estimates

for the signals at each array. Infrasonic location estimate (solid circle) determined by azimuth intersection is displayed in inlet box. (from Che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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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신호가 도달하였다. Fig. 2 (a)는 PMCC 분석을 통한 5개

관측소의 신호탐지와 신호특성을 계산한 결과이다. 탐지된 신

호의 겉보기 속도로부터 인프라사운드 위상을 해석할 수 있는

데, 강원도 고성관측소의 경우 성층권(Is)과 열권 위상(It)이 관

측되었으며, 양구에서는 2개 Is, 철원에서는 1개 It, 울릉도에

서는 1개 Is,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백령도관측소에서는 2개

Is 위상이 탐지되었다. 관측소에 따라 인프라사운드 위상이 다

른 것은 진앙으로부터 관측소까지의 전파거리, 전파방향에 따

른 대기속도구조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관측소

주변 배경잡음에 의한 탐지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인프라사운드 신호의 방위각으로부터 신호 발생위치 결정

이 가능하다. Fig. 2 (b)에서 직선은 각 관측소에서 계산한 방

위각을 의미한다. 방위각 교차방법으로 계산한 인프라사운드

음원 위치는 지진파 진앙으로부터 남서쪽 약 15.7 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지진파 진앙과 인프라사운드 음원위치의 차이

는 파선 편향효과, 낮은 신호 대 잡음비에 따른 방위각 계산

오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인프라사운드 음

원이 진앙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프라사운드는 진앙

및 주변 높은 산악지역의 지반진동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핵실험 장소의 지형분포에 의해 실제 위치와 차이가 발생했다

고 해석될 수도 있다. 인프라사운드 신호 중 Is 위상으로부터

음원의 폭발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Whitaker et al., 2003).

철원을 제외한 4개 관측소의 Is 위상으로 계산한 인프라사운

드 음원 크기는 수 톤의 TNT 폭발에 상응하는 것으로 계산되

었다(Che et al., 2009). 이 크기는 지진파로 추정할 수 있는 핵

실험 규모에 비해 매우 작은 값이다. 즉 지하 수백 미터 깊이

에서 실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지하핵실험의 경우 대기로

전달된 폭발에너지 양이 작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인프라

사운드 관측 자체만으로는 지진파가 핵실험으로부터 발생했다

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는 못하나, 최소한 관측된 지진파가 자

연지진이 아닌 인위적 폭발(핵실험)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뒷

받침한다. 또한 지진파로 추정한 에너지와 인프라사운드 신호

로 계산한 에너지의 상대적 비는 이번 핵실험이 일반적인 지

표발파와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Che et al., 2009). 북한

의 2차 핵실험 탐지와 분석은 CTBTO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

제관측망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최초의 핵실험이며, 국

내 인프라사운드 관측기술로 이를 탐지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IMS 지진관측망은 북한 핵실험 지진파를 탐

지하였으나, 1 kiloton 이상의 대기권 핵실험 탐지가 목적인

IMS 인프라사운드 관측망은 관련 신호를 탐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규모의 핵실험이나 제한된

조건에서 비밀리에 실시하는 핵실험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국제관측망이외에도 지역관측망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인공지진 식별

국내 지진관측소 확충에 따른 양질의 지진자료와 지진분석

기술의 향상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중규모 지진이외에도 작

은 규모의 미소지진 관측을 가능케 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지진분석시스템(KEMS, Korea Earthquake Monitoring

System)은 한반도 일원에서 최근 5년간 미소지진을 포함하여

연평균 5,000회 이상의 지진을 관측하고 있으며, 지진관측 수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소지진 탐지능력 향상은 국부

적 지진활동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

러나 국내 지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소지진이 자연지진이

외에도 상당수의 인위적 인공지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

제 한반도 지진위험도 작성이나 지진재해 평가를 위해서는 미

소지진에 대한 정량적 식별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제일영, 전

정수, 2006). 지진파를 대상으로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을 식별

하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특히 미소지진에 대한 명

확한 식별기술이 확립되어 있지는 못하며, 식별기술이 연구지

역 지질구조에 의존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odgers and Walter, 2002). 미소지진의 경우 신호 대 잡음비

가 낮고, 천부지각구조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고, 양질의 지진

관측 수가 적어 다양한 지진파형 식별기술을 적용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제일영, 전정수, 2006).

인프라사운드 관측기술은 지표근처에서 일어나는 작은 규모

의 인공지진(지표발파)을 식별하는데 매우 적합한 식별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지표 발파에너지의 일부가 대기 중 음파로 전

달되기 때문에 저주파수의 인프라사운드 신호를 원거리에서

관측함으로써 비교적 명확히 인공지진을 탐지할 수 있다.

Fig. 3은 지진분석목록과 인프라사운드 탐지결과와의 비교분석

(association)으로 인공지진을 식별한 결과이다. Fig. 3 (a)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EMS가 분석

한 한반도 및 주변지역의 지진발생 분포도이다. 자동분석 후

전문분석자의 검토로 얻어진 목록으로 총 1,720회의 지진이벤

트를 포함하고 있다. 동일기간 동안 철원, 고성, 백령도, 울릉

도, 대전 인프라사운드 자료에 자동탐지기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각 관측소에서 약 220,000, 247,000, 274,000, 32,000,

124,000개의 방대한 인프라사운드 신호가 탐지되었다. 이들

탐지결과와 KEMS 지진목록을 비교하여 특이신호를 수반하는

지진이벤트를 인공지진으로 식별하도록 하였다. 어떤 지진이

벤트가 인프라사운드를 유발하는 인공지진이라면, 지진파 발

생시간으로부터 인프라사운드 관측소까지의 거리를 고려한 음

파 도달 가능시간대(수평전파속도, 0.25 ~ 0.40 km/s)에서 발파

관련 음파신호를 탐지할 수 있으며, 음파신호의 발생방향이 지

진이벤트의 진앙과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한다면 해당 지진파

를 인공지진으로 식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KEMS 지진목록의 약 39%를 인공지진으로 식별하였다(Fig. 3

(b)). 동일한 방법을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분석한 경우 연간

발생한 지진이벤트의 약 10%를 인공지진으로 식별할 수 있었

다(제일영, 전정수, 2006). 따라서 인프라사운드 자동분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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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공지진 탐지률은 기존 수동분석에 비해 약 4배 정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발생 분포도와 인공지진 분포도를 비

교할 때, 지진이벤트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대부분이 인

공지진 발생지역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 일부 지역은

지표발파를 수행하는 산업현장으로 확인된 바 있다.

화산활동 관측

지질학적 판 경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는 다양한 활화산지

대가 분포하고 있다. 화산활동은 화산 하부 화성활동과 관련된

지진파 관측으로 감시되며, 인프라사운드를 발생시키는 중요

한 자연음원에 해당한다. 화산쇄설물과 가스의 폭발적 분출에

의한 대기압력 변동으로 인프라사운드를 발생시키게 된다. 순

간적 화산폭발로 발생한 인프라사운드 신호는 초기에 짧은 시

간의 충격(impulsive) 신호로 관측되나 지속적인 화산활동에

의해 불규칙한 파열(wave train)이 수 시간 내지 수 주 동안 지

속되게 된다. 강력한 화산폭발은 근거리에서 수십 Pa 이상의

압력변화를 유발하며 수천 km 떨어진 원거리에서도 관측이

가능하다. 이에 IMS 인프라사운드 관측망이 원거리 화산활동

감시에 이용되고 있다(Campus and Christie, 2010). 

우리나라로부터 약 2,000 km 떨어진 쿠릴열도의 사리체프

화산(Sarychev Peak)이 2009년 6월 11 ~ 15일 동안 폭발적인

화산활동을 보였다. 화산폭발로 발생한 인프라사운드는 국내

관측소뿐만 아니라 화산으로부터 ~ 6,400 km 떨어진 IMS 인

프라사운드 관측소에서도 관측되었다. 일반적으로 화산폭발

기록(eruption chronology)은 근거리 혹은 중거리 지진파 기록

으로 작성될 수 있다. 그러나 사리체프 화산은 지진관측소가

드문 쿠릴열도에 위치하고 있어 지금까지 위성영상자료를 통

해 화산폭발 기록이 작성되었다. Matoza et al. (2010)은 IMS

및 국내 관측소(Fig. 4)에 기록된 인프라사운드 신호로부터 사

리체프 화산의 폭발 기록을 작성하였으며 이는 위성영상자료

로 구한 기록에 비해 정밀한 탐지 해상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2010년 4월 아이슬란드 남쪽 빙하지대 화산폭발은 주변지역

피해뿐만 아니라, 발생한 화산재가 북유럽으로 이동하여 항공

기 운항중지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켰다. 사리

체프 화산지역은 인구밀도가 낮아 폭발로 인한 직적접인 재해

는 크지 않으나, 사리체프 화산을 포함한 다수의 화산으로 구

성된 쿠릴열도는 여러 항공기의 운항통로에 위치하고 있어 간

접적으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Matoza et al., 2010). 따라서

이 지역 화산활동을 감시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인프

라사운드 관측기술이 체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강지진과 인프라사운드

지진원에서 지표에 도달한 탄성 에너지는 대기 중으로 전달

되면서 음파 혹은 지표근처 압력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지진에 기원한 음파를 원거리에서 관측할 수 있으나, 관측여부

는 지진규모, 주변지형, 대기전파특성에 좌우된다. 강지진이

수반하는 음파 혹은 대기 음압변화는 다음의 세 가지 발생기

구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지진으로부

터 발생한 실체파나 표면파가 인프라사운드 관측소 하부를 지

날 때 지반운동에 의해 지표면에 수직으로 음파가 생성 된다.

이 경우 지표면-대기 경계부분의 공기와 지반의 수직입자 운

Fig. 3. Results of seismic events discrimination using seismo-

acoustic analysis. (a) Distribution of total seismic events analyzed

by KEMS. This seismic catalog includes total number of 1,720

seismic event occurred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from

January to May, 2010. (b) Density of artificial seismic events

resulted from the seismo-acoustic analysis, associating the seismic

events list with detections of infrasonic signals from five arrays.

Fig. 4. PMCC results for infrasonic signals from Sarychev Peak

eruptions, 12 hours of data from 12:00 (UTC) 12 June 2009. Upper

two panels display the amplitudes and azimuths of successive

signals, respectively. Lower waveform is a band-pass filtered (1 ~ 5

Hz) infrasonic signal recorded at YA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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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인프라사운드 신호의 겉보기 속도

는 지진파의 것과 동일하다(Campus and Christie, 2010). 두

번째는 강지진에 의한 진앙지역의 격렬한 지반운동에 의해 진

앙형 인프라사운드(epicentral infrasound)가 발생한다(Mut-

schlecner and Whitaker, 2005). 마지막으로 진앙에서 떨어진

산악지형의 지반운동에 의해 이차 인프라사운드(secondary

source)가 발생하게 된다(Arrowsmith et al., 2009).

국내 인프라사운드 관측소는 일본, 중국의 강지진에 의한 인

프라사운드 신호를 관측하고 있다(Kim et al., 2004; Lee et

al., 2004; Che et al., 2007). 특히 일본열도에서 발생하는 강

지진의 경우,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파가 단시간 내에 일본전역

을 통과하게 되고, 지표를 따라 전파한 표면파는 지표근처의

대기를 교란시켜 진앙지역뿐만 아니라 일본전역에서 이차 인

프라사운드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국내 관측소에 도달한

인프라사운드 신호는 수십 분간 지속되며, 신호의 앞부분은 거

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일본 남서부지역에서 발생한 신호이

며, 음원의 위치가 점진적으로 일본 북동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관측된 신호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인프라사운드를 발생시킨다

(Che et al., 2007).

주변국 강지진 이외에도 국내 중규모 지진이 유발한 인프라

사운드 신호도 관측되었다. 2004년 5월 29일 경북 울진 동남

동쪽 60 km 동해 해역에서 M
w 

5.1의 울진지진이 발생하였다

(Kang and Baag, 2004).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인프라사운드

관측소에서 울진지진과 관련된 신호가 관측되었다. 철원관측

소로부터 진앙까지 거리는 317 km이고 방위각은 124.2o이다.

Fig. 5는 철원관측소에서 관측한 울진지진 관련 인프라사운드

신호의 분석결과이다. 그림에서 맨 아래 파형은 2 ~ 5 Hz 대역

통과 필터가 적용된 인프라사운드 신호이고 위로부터 4개 창

은 배열식 자료처리로 구한 음파신호의 상관관계, 진폭, 방위

각, 겉보기 속도 변화를 시간과 주파수 함수로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A로 표시된 신호는 지진파가 철원관측소에 도달한

시간과 일치하는데, 이는 지진파가 철원관측소 하부를 전파하

면서 지표근처에 발생시킨 대기압의 변화를 의미한다. A 신호

의 겉보기 속도는 6.4 km/s와 2.9 km/s로 각각 실체파와 표면

파의 겉보기 속도에 해당한다. B 신호는 지진발생 후 약 11분

부터 기록된 상관성이 높은 신호로 겉보기 속도가 0.33 ~ 0.38

km/s로 일반적인 음파의 겉보기 속도에 해당한다. B 신호의

지속시간은 10분 이상으로 지반운동(지진파)에 비해 길게 기

록되었다. 이는 진앙 혹은 좁은 지역에서 발생한 음파가 아닌

넓은 지역에서 발생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B 신호에

서 계산된 방위각은 철원관측소를 기준으로 110o에서 140o로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인프라사운드의 도달시간과 방위각 변

화양상을 고려할 때, B 신호는 삼척−포항 사이 산맥에서 발

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인프라사운드 대기모델링과 음

원위치결정방법을 적용하여 B 신호의 정밀음원위치를 결정하

고 국내 계기 지진자료(지반운동)와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인프라사운드 대기 전파특성

지진에 의한 탄성에너지가 지구내부를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진파 위상으로 전파하듯이, 인프라사운드 역시 전파경로에

따라 몇 개의 위상으로 분류된다. 인프라사운드의 전파경로를

결정하는 대기 유효음파속도구조(effective sound velocity

structure)는 고도별 대기온도와 바람성분에 의해 결정된다. 대

기 온도와 전파방향으로의 강한 바람은 특정 고도에서 유효음

파속도를 증가시켜 파선을 굴절시킨다. 즉 지표와 굴절고도사

이에 전파통로(wave guide duct)가 형성되며 이를 따라 굴절

과 반사를 통해 장거리를 전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프라

사운드 위상은 전파통로의 굴절고도에 따라 대류권 위상(Iw),

성층권 위상(Is), 열권위상(It)으로 분류된다. 각 위상은 특징적

인 수평전파속도(celerity)를 지닌다. 수평전파속도는 수평전파

거리를 전파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It 위상의 경우 0.23 ~ 0.28

km/s, Is의 경우 0.28 ~ 0.31 km/s, Iw의 경우 ~ 0.34 km/s의 속

도범위를 보인다(Brown et al., 2002). 특히 지표면과 성층권

사이의 전파통로를 따라 전파하는 Is 위상은 원거리에서 관측

가능한 대표 위상이며 음원 크기(에너지) 계산에도 이용 된다

(Whitaker et al., 2003).

대기 중 음파속도구조는 지구내부 속도구조에 비해 단순하

나 시간, 계절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

한 위상 관측이 관측시점과 관측지점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다.

즉 어떤 음원에서 발생한 음파가 관측소에 도달했을 때의 특

성(위상 종류, 수평전파속도)은 발생 당시의 대기속도구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Che et al. (2010)은 발파장에서 실시하는

Fig. 5. PMCC results for infrasonic signals generated from Uljin

earthquake on 29 May 2004. Upper four panels display correlations,

amplitudes, azimuths, and apparent velocities of detected signals in

terms of time and frequency. Lower waveform is a band-pass

filtered (2 ~ 5 Hz) infrasonic signal recorded at CH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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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지표발파를 2년 동안 관측하고 이를 분석하여 한반

도에서 계절, 전파환경에 따른 인프라사운드의 전파특성을 연

구하였다.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노천 석회석 광산에서 2년간

발파기록을 현장에서 연속적으로 측정하였다. 발파지점으로부

터 근거리에 지진계와 인프라사운드 센서를 위치시키고 발파

시간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발파검증자료(ground truth

events)를 구축하였다. 총 1,066회의 발파가 2년 동안 지속적으

로 발생하였고 이 중 97%가 정오경에 발파되었기 때문에 해

당 노천광산을 일종의 인프라사운드 종(bell)으로 볼 수 있다.

철원관측소(CHNAR)는 위 광산으로부터 서북서방향 181 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프라사운드가 내륙 상공 대기속도

구조를 따라 전파하는 환경이다. 울릉도관측소(ULDAR)도 비

슷한 거리(169 km)에 위치하고 있으나 광산으로부터 동쪽에

위치하고 해양환경에서 전파한 신호를 관측하게 된다. 즉 음원

(노천광산)으로부터 두 관측소까지의 전파거리는 비슷하나, 전

파방향과 환경이 다른 조건이다. Fig. 6은 2년간의 발파기록으

로부터 계절, 시간에 따른 철원, 울릉도관측소에서 관측한 인

프라사운드의 정확한 주시변화(흑색 원)를 도시한 것이다(Che

et al., 2010). 두 관측소가 비슷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관

측된 주시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내륙 상공을 전파

한 철원관측소의 경우 Is, It 수평전파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주시가 계절에 따라 순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울릉

도관측소는 전파거리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주시가 철원관측

소에 비해 평균 150초 빠르며, Iw 위상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계절에 따른 주시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원관측소

는 동절기에 비해 하절기에 높은 신호 탐지률을 보이고 있으

나, 울릉도관측소는 비교적 일정한 신호 탐지률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에는 동일 기간 동안의 대기 유효음파속도구

조에 파선추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론적 주시변화(회색

원)가 함께 도시되어 있다. 지상으로부터 상부대기층까지의 유

효음파속도구조는 대기경험모델(Horizontal Wind Model/Mass

Spectrometer Incoherent Scatter)로 구하였으나, 하부대기층의

실제적인 속도구조를 반영하기 위하여 고층기상자료(기상청

속초기상대)를 포함시켜 속도구조를 구하였다. 파선추적방법

으로 구한 이론적 주시가 실제 관측 주시와 정확히 일치하지

는 않으나, 계절에 따른 주시변화 양상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대기모델링 결과 철원과 울릉도관측소에서 관측 가능한

주된 위상은 각각 Is, Iw로 나타났다. 또한 두 관측소의 신호

탐지률 특성도 대기모델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울릉도

관측소의 높은 신호 탐지률은 동해 상공 하부대기층(고도 ~ 20

km 이하)에 형성된 안정적인 전파통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Che et al., 2010).

일반적으로 지진파 진원을 결정할 때 지진파 속도가 전파방

향에 상관없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만약 인프라사운드 신

호로 음원위치를 결정할 때 전파방향에 관계없이 수평전파속

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상기 결과가 보여주듯이 계산 결

과는 실제 음원과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Fig. 7은 철원, 울

릉도 관측소에서 관측한 인프라사운드 신호로부터 음원(노천

Fig. 6. Comparisons of observed (black) and calculated (gray)

travel times at CHNAR (left) and ULDAR (right). The dotted lines

superimposed on the observed travel times are sinusoidal celerity

models that were fit to the observations. (from Che et al., 2010)

Fig. 7. Two infrasonic locations results for selected ground truth

events using constant celerity model (blue squares) and sinusoidal

model (red squares). True mine location is presented by a white

circle. Other circles indicate seismic locations of the ground truth

events determined by KEMS, where yellow ones correspond to

events used for infrasonic locations. (from Che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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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의 위치를 결정한 결과이다. 음원위치결정은 인프라사운

드 신호의 방위각과 도달시간을 역산하여 계산하였다. 그림에

서 청색은 동일한 수평전파속도(0.3 km/s)로 계산한 결과이며,

적색은 발파검증자료로 구한 모델(Fig. 6에서 점선)을 이용한

결과이다. 예상할 수 있듯이, 계절에 따른 수평전파속도가 고

려된 계산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지진파

로 분석한 진앙(원)과 비교하여도 대등한 위치결정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결론 및 토의

본 논문에서는 국내 지진−음파 관측소 운영 현황 및 주요

인프라사운드 관측사례와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국내 인프

라사운드 관측소는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파의 지진원을

인공지진으로 식별하는 등 시간적, 공간적 인공지진 감시를 목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수동분석으로 전체 지진의 약

10%를 인공지진으로 식별할 수 있었으나, 최근 인프라사운드

자동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분석자가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인프

라사운드 신호를 탐지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인공지진 탐

지률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자동분석으로 탐지한 방대한 인프

라사운드 신호는 해양 등에 기원한 원거리 미세압력변화

(microbarom) 신호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진

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오분석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인공지진 식별을 위해서는 방대한 인프라사운드 탐지

신호로부터 인공지진과 관련된 신호를 선별할 수 있는 기술개

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호탐지, 관측소간 신호연

계, 그리고 음원위치결정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중 인프

라사운드 분석기술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인공지진 탐지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인공지진 탐지이외에도 국내 인프라사운드 관측기술은 한반

도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음원을 관측하고 분석하

는데 이용되고 있다. 북한 2차 핵실험에서 발생한 인프라사운

드 탐지는 지진파의 지진원을 인공지진원으로 판단하는 중요

한 증거였으며, 지진파로 추정한 폭발크기와 인프라사운드로

계산한 에너지의 상대적 비교는 핵실험 깊이를 지시하는데 이

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국내 인프라사운드 관측소가 원

거리 화산활동을 관측할 수 있음을 보였다. 지난 아이슬란드

화산폭발에서 경험하였듯이, 쿠릴열도 화산지대는 우리나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재해 발생지역이라 할 수

있다. 쿠릴열도 화산활동을 위한 감시기술(지진관측)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프라사운드 관측기술이 준-실시간 화산활동 단기

경보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본문에 언급된 관측사례이

외에도, 국내 인프라사운드 관측소는 중국 란저우 상공 운석폭

발, 대규모 폭발사고, 태풍이동 등과 관련된 신호를 관측하고

있으며, 일본 위성로켓발사, 원거리 군사활동 등 국가 정보로

가치 있는 주변국의 대규모 폭발현상도 관측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프라사운드 관측기술은 한반도 일원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지구물리학적 현상을 관측하고 분석하는데 이

용되고 있다. 또한 인프라사운드 관측기술이 지구내부−지표

면−대기권을 포함한 넓은 지역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

다. 국내 지진−음파 관측소에는 지진계와 인프라사운드 센서

가 함께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매질을 통해 전파한

지진파와 인프라사운드를 관측하기 때문에 지구물리 현상을

이해하는데 보다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향후 지진파와 인프

라사운드를 융합한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지구관측기술로 발

전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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