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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측망 연계 및 실시간 지진감시 시스템 구축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까지 기상청， 한국자원연구소 (이하 ‘자원(연)’ ),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퉁은 각 기관의 고유한 업무에 부합하는 지진관측망을 구축 • 운영해 왔으나， 지진 

관측 장비의 효율적 이용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기관 지진관측망의 상 

호 연계운영 필요성이 원자력안전기술원 내부뿐만 아니라 과기부 동에서도 지속적 

으로 인식 • 제기되어 왔다. 국내 지진발생 여부는 기상청의 지진통보 서비스에 의 

존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청의 지진통보 서비스는 유감지진(Felt Earthquake)에 

한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유감지진이 아닌 것은 원전부지 인근에서 발생하더라도 즉 

시 확인될 수 없다. 따라서 원전부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하여는 별도의 

실시간 감시 및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밀요가 있다. 

기상청이 결정 · 발표하는 지진원 요소의 정확도는 통상적인 지진관측 정확도의 

범위 내에 들며， 원전부지에서 비쿄적 먼 곳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 지진공학적으 

로 요구되는 정확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펑가된다. 그러나 원전부지 인근에서 발생 

하는 지진의 경우 이보다 정확한 지진원 요소의 명가가 요구되므로 기술원， 자원 

(연) , 한전 동의 지진관측망에서 관측된 지진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더욱 정 

밀하게 지진원 요소를 명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전부지 지진관측망과 이에 연계된 여러 기관의 지진관측망에서 계측되는 지진자 

료가 방대한 양의 자료로 축적됨에 따라 이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 관리할 수 

있는 DB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는 지진연구망과의 지진관측망 연계 빛 원전 부지의 실시간 

지진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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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사업 목표 및 내용 

1. 최종 목표 

O 원전부지 지진관측망과 자원(연) 지진관측망의 연계 시스템 구축 

。 원전부지 인근에 발생하는 지진의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 

O 원전부지 인근 지진관측 자료의 설시간 자통분석 시스템 구축 

O 지진자료 DB 시스템 구축 

2. 당해 연도 목표 및 내용 

O 지진관측망간 연계시스템 구축 

-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전부지 지진관측망과 자원(연) 지진관측망 연결 

- 자료쿄환 프로토콜 개발， 설치 

- 지진자료 표준 양식설정 빛 변환모률 개발， 설치 

。 실시간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실시간 지진 자료 수집 

- 지진관측기관간 자료전송 네트워크 구축 

- 원전부지 인근의 지진활동 설시간 모니터렁 체계 구축 

。 실시간 자동분석시스템 구축 

- 자료 분석을 통한 진앙지 맞 규모결정 

- 지진발생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 

。 지잔자료DB 구축 

- CSS3.0 DB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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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수행 결과 

가. 지진관측망간 연계시스템 구축 

국내 지진관측 유관기관은 기상청， 한국자원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 

국전력연구원 동의 기관으로서 서로 지진자료를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진관측 

망 통합 네트워크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술원의 지진감시센터를 

기존의 지진관측망에 연계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경제적 

이며 효과적인 관측망연계는 전체적인 구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기관틀의 시스 

템과 호환가능하여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과제를 통하여 한국자원연 

구소와 한국전력연구원의 지진관측망과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지진감시센터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원전 지진동의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나. 실시간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실시간으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설시간 

으로 자료를 전송 받고있는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그대로 전송 받아서 실시간으로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지진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되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주변 부지에 관측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연구원의 데이터를 실시간 

으로 전송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그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었다. 금번 연구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렁하고 있는 관측소와 대상 데 

이터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 8개 관측소의 가속도 자료 20samples 자료이다. 

구축된 KEMS 중 CDView와 DSS는 실시간 지진자료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다. CDView와 DSS 모두 java로 구현되어 시스템 이식성이 좋은 장점을 갖는다. 

그러고 각각에 환경 설정파일이 따로 있어 이를 이용할 경우 누구나 손쉽게 관측소 

를 추가， 삭제할 수 있다. 특히 지진경보시스템개발의 예비연구로 Quanterra 지진 

계가 제공하는 DSS(Data Subscription Service)기능을 이용하여 관측소 부근의 지 

진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다. 실시간 자동분석 시스템 구축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설치된 KEMS는 지진 자료의 실시간 자동 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 KEMS (Korea Earthquake Monitoring System)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크게 

나누어 Data Transfer System과 Data Management System 그러고 Seismic 

Processing 과 Analysis System으로 구분되고， 이외에 세 가지 시스템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DACS (Distributed Application Control System)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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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MS는 지진관측망의 3-component 데이터를 받아서 Automatic 빛 Interactive 

Processing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여 지진 관측망으로부터 하루에 대략 20개 이상 

의 Signal을 탐지한 후 한반도 빛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location과 

origin time을 15분 이내에 계산하도록 고안되었다. 

라. 지진자료 DB 구축 

각 기관과의 데이터 전송 통로가 구축되었고 이를 통하여 전달받은 지진 이벤트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체계화하여 향후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 활용 

할 수 있도록 되었다. 특히 데이터를 체계화하는데 있어서 CSS3.0 (Center for 

Seismic Studies Ver. 3.0) 포뱃의 데이터와 이를 상용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사 

상시격 활용하는 Oracle 데이터베이스로 대별하여 진행하였다. 

DB에는 한국전력연구원의 8개 관측소， 한국자원연구소의 6개 광대역관측소 빛 기 

술원의 4개 관측소에 대한 테이블을 구성하였다. 

5 



SUIDIDary 

1. Tit1e 

Connection with Seismic networks and Construction of Real Time 

Earthquake Monitoring System 

11. Purpose and Necessity 

It is necessary to install independent earthquake monitoring system in 

KINS(Korea 1nstitute of Nuclear Safety) for nuclear power plants area. 

Because KMA ’ s(Korea Meteorological Adrninistration) earthquake report is 

announced for all around Korea and man felt event. KINS have a responsibility 

to monitor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from potential earthquake hazard. 

So, it is natural step to use the nuclear power plant seismic network which 

have been operated by KEPRI(Korea Electric Power Research 1nstitute) and local 

seismic network by KIGAM(Korea 1nstitute of Geology, Mining and MateriaI). 

The real time earthquake monitoring system is composed with monitoring 

module and data base module. Data base module plays role of seismic data 

storage and classification and the other, monitoring module represents the status 

of acceleration in the nuclear power plant area. 

Therefor, this research placed the target on the first, networking the KIN ’s 

seisrnic monitoring system with KIGAM and KEPR1 seismic network and the 

second, construction the KIN ’ s independent earthquake monitoring system. 

111 Scope and results 

The following is performed to accomplish the above mentioned purpose of this 

research. 

a. Connection of seismic networks and monitoring systems 

Now, it is proceed to combine domestic seismic networks operated by KMA, 

KIGAM, KEPR1, KINS. But this project essentially need the communication and 

data exchange without affect each ones' s system. KINS seismic center has to 

- 6 -



equip systems which can communicate with other institute' s center system. 

The first step, the communication equipments were installed in KINS center. 

They were Router, Modem and CSu. This time Only CSU was newly installed 

to connect with KIGAM siesmic research center using the 1 Mbps speed line. 

b. Construction real time monitoring system 

The data from KEPRI seismic network are received at near real time by 

KINS seismic monitoring system. By applying DSS(Data Subscription Service) 

and Auto View Module, we can see the status of acceleration activity within 

area of nuclear power plants. 

c. Near real time automatic processing 

By using near real time seismic data aquisition the monitoring system can 

process the epicenter of seismic event automatically. This part is set to be not 

active because this is a option for KINS and not important for the purpose of 

KINS seismic center. 

d. Data Base 

The data base module is based on Oracle and IDC (Intemational Data Center) 

data base schema which is worldwide used. The relational data base 

management will be powerful tool for investigation seismic data and study using 

accumulated data. This research made data base table for 8 seismic stations of 

KERPI and 4 seismic stations belong to KINS and 6 broadband stations of 

KIGAM.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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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우리나라의 지진관측은 1963년 3월 미국 지질조사소(USGS)가 전세계 지진관측망 

구축사업의 하나로 서울에 국제표준지진계(World-Wide Standard Seismograph 

WWSS) 1 대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그 후 기상청에서 1977년 일본 

Katsujima사의 지진계 2대를 도입하여 서울과 광주에 설치하여 2점 관측을 실시하 

였으며. 1980년 말에 미국 Teledyne-Geotech사의 관측소용 지진계 3대와 이동식 지 

진계 2대를 도입 ‘ 설치함으로서 6개소 관측망을 구성하게 되었고 1997년에는 전국 

에 127>>소에 아날로그 단주기 관측망을 구축하여 지진통보에 사용하고 있었다(기상 

청 .1992) . 

한국자원연구소는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지진안전성 연구를 위하여 1982년에 경 

상분지 임시 지진관측망을 설치 운영하면서 지진관측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91년 

에 경상분지에 5개의 디지털 상시 지진관측망을 구축하면서 지진연구를 위한 지진 

관측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1997년 당시 경상분지 일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127>> 

소의 단주기 디지털 지진관측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었다(전명순 외 .1994) . 

현재까지 기상청， 한국자원연구소 (이하 ‘자원(연)’ ) •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동은 각 기관의 고유한 업무에 부합하는 지진관측망을 구축 • 운영해 왔으나， 지진 

관측 장비의 효율척 이용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기관 지진관측망의 상 

호 연계운영 필요성이 원자력안전기술원 내부뿐만 아니라 과기부 동에서도 지속적 

으로 인식 · 제기되어 왔다. 국내 지진발생 여부는 기상청의 지진통보 서비스에 의 

존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청의 지진통보 서비스는 유감지진(Felt Earthquake)에 

한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유감지진이 아닌 것은 원전부지 인근에서 발생하더라도 즉 

시 확인될 수 없다. 따라서 원전부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하여는 별도의 

실시간 감시 빛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이 결정 • 발표하는 지진원 요소의 정확도는 통상적인 지진관측 정확도의 

범위 내에 틀며， 원전부지에서 비교적 먼 곳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 지진공학적으 

로 요구되는 정확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명가된다. 그러나 원전부지 인근에서 발생 

하는 지진의 경우 이보다 정확한 지진원 요소의 명가가 요구되므로 기술원， 자원 

(연) . 한전 동의 지진관측망에서 관측된 지진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더욱 정 

밀하게 지진원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전부지 지진관측망과 이에 연계된 여러 기관의 지진관측망에서 계측되는 지진자 

료가 방대한 양의 자료로 축적됨에 따라 이들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 관리할 수 

있는 DB 구축이 필요하다.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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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과제는 지진연구망과의 지진관측망 연계 빛 원전 부지의 실시간 

지진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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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론 

제 1 절 지진관측망간 연계시스템 구축 

1.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원전부지 지진관측망과 자원(연) 지진관측망 연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 }, 한국자원연구소(이하 ‘자원(연)’ ) . 그리 

고 한국전력 연구원(이하 ‘전력연구원’ ) 빛 기상청은 지진관측망의 중복투자를 방 

지하고 효율적인 국가 자원 활용을 위하여 ‘지진관측망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률 위해서 먼저 지진관측시스템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며 각 기관의 지진관측망을 

서로 연계하는데 있어서 시스템간의 호환성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되고 있다. 현재 

자원(연)과 전력연구원은 서로 완전히 호환 가능한 중앙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센터간에는 전용회선이 구축되어 초고속 통신이 가농하도록 되어 있다. 

기술원에서는 국내 원전부지의 지진동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기 위해서 각 관측소 

에서 기술원의 지진감시 센터까지 전용회선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기술원 

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 원전 부지 감시 지진관측소는 dial-up 방식의 통신체계이 

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렁을 하기에 부적합한 실정이다. 그러나 전력연구원은 원 

전부지 관측소에서 56kbps 또는 9.6kbps의 전용회선을 구축한 실시간 지진감시망을 

이미 구축하였고， 자원(연) 지진연구 센터에 자료가 전송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 

존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국내 지진연구망을 총괄하 

고 있는 자원(연)의 지진연구센터와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면， 전력연구원의 원전부지 관측망의 자료뿐만 아니라 지진연구용으로 구축된 자원 

(연)의 자료 또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술원의 지진감시 센터와 자원(연)의 지진연구센터간의 네트워크 연계도는 그림 

2.1.1에 나타나 있다. 최고속도는 초당 1Mbps의 초고속통신망을 적용함으로써 지진 

자료 전송의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역을 확보하였다. 또한 지진감 

시 센터의 시스템들은 자원(연) 지진연구센터의 gate-way를 통하여 internet에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진관측망간 연계시스템은 물리적인 네트워크의 연결 뿐 아니라 중앙 처리 시스 

템 상호간의 인증과 자료 쿄환의 인터페이스들을 결정하고 시스템을 구성하여야한 

다. 이를 위한 시스템구성은 제 2절에서 설명하였다. 

- 13 -



‘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윈 
지진감시센터 전력연구원 

KEPRI 

---를기존 통신망과 
자료흐름 

신설된 

초고속통신망 

Dial-up 통신 

한국자원연구소 

지진연구센터 --
툴E짧톨 

지진연구센터간의 네트워크 지진감시 센터와 자원(연)의 
연계도 

그립 2. 1. 1 

설치 자료교환 프로토콜 개발 및 2. 

지진관측망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진자료 교환을 위한 프로토콜이 

기 있는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한다. 운용할수 적절히 。l!:: 。
l 능흐돋를 개발되어야 하며 

전 사용하고， 방식의 통신프로토콜을 프로토콜은 UDP 또는 TCPIIP 교환 자료 존의 

자료는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실시간 전달되는 기술원의 지진감시센터로 

자료를 기술원에서 포뱃의 

자료센터에서 

QSL(Quanterra Smart Link) 

력연구원의 

설치 빛 변환모률 개발 빛 지진자료 표준 양식설정 3. 

기관이 네트워크로연계 되 

초!. 
'-역시 있다. 사용하고 

개의 

CSS3.0 등을 상황에 맞게 

교환이 가능하도록 

지진 관측소를 운영중인 세 

자료 포뱃은 Mini_SEED , 

개발 빛 설치에서도 이틀 자료 

금번 과제를 통하여 

었으며 

콜
 탤

 

위에서 언급한 시스템 

과 자료 포뱃을 지원가능 하도록 하였다. 

닝L 
I二

시간을 기준으로 지진자료를 MiniSEED포뱃으로 압축을 풀고 DB에 저 

시스템 내부에서 CSS3.0 포뱃으로 변환시키는 일련의 모률을 개발하 

14 

실시간으로 버퍼에 전달되는 QSL 포뱃의 페킷을 실시간으로 전력연구원에서 

아서 저장하고 

장하기 위하여 

여 설치하였다. 



제 2 절 실시간 지진 모니터렁 시스템 구축 

1. 실시간 지진 자료 수집 

금번 과제를 통하여 지진 관측소를 운영중인 세 개의 기관이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실시간 지진자료 수집 빛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실시 

간으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실시간으로 자 

료를 전송 받고있는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그대로 전송 받아서 실시간으로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지진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되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주변 

부지에 관측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연구원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그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었다. 금번 연구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렁하고 있는 관측소와 대상 데이터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 8개 관측소의 가속도 자료 20samples 자료이다. [표 2.2. 1]은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 관측소와 데이터를 표시한 것이다. 

[표 2.2.1] 실시간 모니터렁데이터의 대상 관측소 및 데이터 

관측소 운영기관 운영형태 모니터렁데이터 

울진관측소 전력연구원 속도，가속도 가속도 20samples 

월성관측소 A 전력연구원 속도，가속도 가속도 20samples 

월성관측소 B 전력연구원 속도，가속도 가속도 20samples 

월성관측소 C 전력연구원 속도，가속도 가속도 20samples 

고리관측소 A 전력연구원 속도，가속도 가속도 20samples 

고리관측소 B 전력연구원 속도，가속도 가속도 20samples 

영광관측소 A 전력연구원 속도，가속도 가속도 20samples 

영광관측소 B 전력연구원 속도，가속도 가속도 20samples 

아래 그림 2.2.1은 지도상에 실시간으로 지진 가속도자료를 수집하는 관측소를 

표시한 것이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주변에 위치한 관측소로부 

터 일차적으로 전력연구원으로 전달되는 데이터는 전용회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안 

전기술원에 곧바로 전달한다. 안전기술원에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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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모니터렁한다. 각 관측소로부터 전력연구원까지의 데이터 수집은 전력연 

구원에 설치된 시스템이 담당하며 전력연구원의 시스템으로부터 안전기술원까지의 

데이터 전송은 이번 연구기간에 개발 설치된 전용 통신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된 

다. 이러한 실시간 지진 자료 수집의 시스템 구성을 그림 2.2.2로 표시한다. 그림 

2.2.2에서 바탕색이 없는 부분은 모두 전력연구원의 프로세스를 표시하며 회색부분 

은 전용선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안전기술원에서 구통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다. 

35 

월성 

렀
 사
 엠
머
 
υ
 a 

126 128 130 

그럼 2.2.1 실시간 모니터렁 관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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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serv’s 
ring buffer 

Each station's 
comserv Each stations 

굉」 

戀

Ring 
Buffers 

Via TCP/IP 찮
녕
 
{
밸
 
{
밸
 
{
편
 
{
빨
 
{
빨
 
{
책
 
찮
》
 그림 2.2.2 실시간 지진자료 전송 시스템 구성 

지진관측기관간 자료 전송 네트워크 구축 

금번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진관측기관간 자료 

2. 

전송 네트워크가 구축되었 

바란다. 그럼 2.2.1을 참고 하기 이에 대한 설명은 제 l철의 다. 

모니터렁 체계 구축 

실시간 지진자료 

지진활동 실시간 

중 CDView와 
괜
 

이
L
 해

 팩
 

원전 

금번에 

3. 

지원하는 모니터링을 DSS는 KEMS 
;;1.1-져조L 
。1:1 2

이를 이용할 경우 누구나 손쉽 

좋은 이식성이 시스템 구현되어 

각각에 환경 설정파일이 따로 있어 

java로 n 프三 
-'- ’ DSS CDView와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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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삭제할 수 있다. 특히 지진경보시스템개발의 예비연구로 

Quanterra 지진계가 제공하는 DSS(Data Subscription Service)기능을 이용하여 관 

측소 부근의 지진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관측소를 게 

3.1 DSS (Data Subscription Service) 

지진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지구과학자들은 지진발생을 예측하여 사 

전에 예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예 

측의 기본조건인 지진발생시각， 장소와 규모가 얼마나 정확할 수 있으며 단기적인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다. 

비롯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컴퓨터와 통신 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 

전따되는데 비해 전기신호는 빛 

이와 

。I 츠= 
/“'--

지진학자틀 

들어와 일본을 

개발이다. 이는 

지진파는 대략 3-6km로 

예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90년대에 

분야가 조기지진경보시스템 

라 가능하게 된 방법으로， 

어떤 관측소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주변의 다른 관측소에서 

발생시각 둥과 같은 

즈
 
「있다. 바탕을 두고 

곳에서는 

진앙지， 

이 곳에서 측정된 지진신호는 

보내지게 되는데， 이 

빠른 시간 내에 

사실에 전달된다는 지극히 명범한 

주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중앙분석설에 

전송된 지진신호와 함께 가능한 

로
 앞

 
의 

규모， 

지역에 지진파가 도달하기 전에 라디오 같 

통보함으로써 지진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지진요소를 결정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은 무선송신장치를 이용하여 지진발생을 

14일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발령하여 피해를 줄 

1993년 5월 

전에 경보를 

2000) .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본진 (main shock) 이 멕시코시티에 도달하기 50초 

이다(이희일 외， 

멕시코에서는 

미국에서는 1989년 10월 Loma Prieta 지진발생 

보호하기 위해 임시 지진경보시스템을 설치 운영 

1990년에 지진으로부터 운행중인 열차의 

~1 -, 1994) . 

복구인력을 

철도연구원에서는 

인 사례가 있다(Lomni tz , 

후 여진으로부터 피해 

한 적이 있으며， 。11도[ 
윤은 '--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UrEDAS(Urgent Earthquake Detection and A1arm System) 라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미연방지질조사소 

01 츠= 
까 ... '--수행하고 뾰

 
끓
 

광산지질국이 캘리포나아 u1 
;ζ 칼텍지진연구소 (USGS) , 

목적은 지진발 

3-5분내에 

프로젝트의 

이용하여 

이 

자료를 

1997 ). TriNet 프로젝트를 틀 수 있다(Wa1d et a1 

관측소로부터 전송된 가속도 3307>> O~ 
「

= ,-.AJl 
。

1999)를 작성 intensity map)(Wa1d et a1 , ShakeMaps라는 계기 진도도( instrumenta1 

피해예상지역에 신속한 복구대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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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는 동시에 최대 

지진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진관측 네트워크가 점차 확장됨에 따라 앞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의 일환으로 현재 운용충인 가속도 관측소 

로부터 매초 전송 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관측소 주변의 지진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림 2.2.3은 현재 가속도계가 설치되어 있 

는 영광， 고리， 월성， 울진 빛 TJN 지진관측소 주변의 가속도값 변화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각 관측소 위치에 표시된 원은 그 크기와 색깔에 의해 가속도 값을 나타 

내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그림 2.2.4는 각 원전별로 그 주변의 가속도값 변화를 세 

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앞으로 가속도 관측소가 확충되는 대로 TriNet과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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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S-Mcnitor 까하I 

r 

.;，.뭘院-

‘ 1 .1 
Mill 종필꿇펀t~ ι:ν E깅‘. Ma lt • Nal Alti llt::ú 

그럼 2.2.3 Quanterra 기록계의 DSS를 이용한 실시간 가속도자료 모니터렁 표로 

그램. 각 지점의 원의 크기와 색깔은 영광， 고리， 월성， 울진 원자력발전소 주 

변 및 각 관측소에서 측정된 가속도 값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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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각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가속도 값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렁하 

는 화면. 그럼에서 원의 크기와 색깔은 가속도값의 크기를 나타낸다.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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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MS 

IASPEI 91 Model 
(Depth 10km) 

300 

200 

100 

( ·Um 

m ) 
φ
엽
텀
 

Total number of phases5692(835) 

10 9 8 

Distance(Deg. ) 
2 

o 
o 

한국자원연구소 지진네트워크를 이용하여 1999년 1월 1 일부 

12월 20일까지 진앙이 결정된 총 835개 지진이벤트로부터 추출한 

5692개의 phase에 대한 도달시간-진앙거리 곡선. 많은 이벤트가 발파에 

의한 것이지만 속도를 산출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모두 포 

함하여 계산하였다. 

2.2.5 그림 

터 

한국자원연구소 지진관측망을 이용하여 1999년 1월 l 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앙이 결정된 총 8357ß 지진이벤트로부터 추출한 5692개의 phase에 대한 

도탈시간-진앙거리 (time-distance)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전명순 외， 

그럼 2.2.5는 

그럼 1999) . 

곡선들은 진원의 심도가 10km일 때 IASPEI 91 모텔을 이용하여 계산한 이론적 

Sη은 진앙거리가 Pn은 어느 정도 잘 일치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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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서 곡선이다. 

상의 

인 시간 거리 



200km 이상인 경우에는 잘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자원연구소 

에서 진앙지 결정에 사용하고 있는 속도구조가 IASPEI 91 모델과 약간 차이가 있음 

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진앙거리가 200km인 곳에는 P파 초동이후 

약 25초 후에 S파가 도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파 초통으로부터 진앙지와 규모 

를 이 시간 내에 결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만 개발된다면 지진경보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3.2 CDView (Continuous Data Viewer) 

KEMS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원래는 원래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적용 

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의 시스템 구성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전력 

연구원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달 받은 데이터를 pro_sh2cf라는 프로그램에서 디스 

크의 Circular File로 임시 저장하고 해당 데이터를 읽어내서 java로 작성된 

CDView에서 화면에 디스플레이한다. CDView 자체에 여러 가지 옵션이 내장되어 자 

료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적용 당시인 현재는 가장 간단한 알고리 

즘으로 Baseline correction을 진행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적용이 요 

구되고 있다. 화면에 디스플레이되고 있는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 받 

고 있는 가속도 자료 20samples이다. 이를 통해 원전 부지에 대한 지진활동을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시각으로부터 수 시각까지의 데이터를 볼 

수 있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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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2.6 실시간 지진 자료 모니터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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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시간 자동분석 시스템 구축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설치된 KEMS는 지진 자료의 실시간 자동 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금번 연구는 한국자원연구소의 자동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가속도 

자료 수집에 주안점을 두어 진행하였기에 자동 분석 시스템은 설치만 되고 가동되 

고 있지는 않다. 실시간 자동 분석에 대한 설정 보다는 자료 수집과 분석에 정확하 

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KEMS의 간략한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KEMS 구성 

KEMS (Korea Earthquake Moni toring System)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크게 나누어 

Data Transfer System과 Data Management System 그러고 Seismic Processing 과 

Analysis System으로 구분되고， 이외에 세 가지 시스템을 조율하는 역활을 하는 

DACS (Distributed Application Contr‘ 01 System)로 이루어져 었다. 

KEMS는 지진관측망의 3-component 데이터를 받아서 Automatic 및 Interactive 

Processing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여 지진 관측망으로부터 하루에 대략 20개 이상 

의 Signal을 탐지한 후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location과 

origin time을 15분 이내에 계산하도록 고안되었다. 

가. 소프트웨어 데이터 흐름 

그림 2.3.1은 KEMS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와 데이터 흐름을 나타낸다. 중앙에는 

Waveform 데이터 저장소와 오라클 데이터 베이스 테이블， 그러고 여러 가지 파라미 

터 파일들을 위한 Data Management System이 있다. 저장소에 있는 Waveform 데이터 

는 오라클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Data Management System의 다른 소프트웨어들은 다양한 포뱃으로 데이터를 변환 

하는 툴과， 데이터를 CD-ROM과 같은 영속적인 저장매체로 저장하는 툴， 데이터베이 

스 관리 툴， 그리고 지진 경보를 위한 툴들을 포함한다. 

그림 2.3.1의 위쪽에 보이는 A 부분의 Data Transfer System은 B 의 데이터 소스 

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 저장소에 Continuous Seismic time-series 데이터 

를 넣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래쪽의 Seismic Processing and Analysis System은 event를 탐지해서 데이터로 

부터 location을 계산한 다음 bulletin을 만든다. Seismic Analyst들은 자동적으로 

생성된 bulletin을 분석해서 좀더 정확한 Event 탐지를 수행한 후 향상된 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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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틀게 된다. 그림 2.3.2는 각각의 bu11etin을 만틀기 위한 프로세스틀의 타임 

라인이다. 

DACS(Distributed App1ication Contr‘ 01 System)는 각각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럼 2.3.1의 점선은 DACS가 어떻게 프로세스를 초기 

화하고 시스템의 작업 순서를 제어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준다. 

A 
Data Transfer System 

(System 1) 

Distributed 

Applications 

Control 

System 

(System 2) 

l l i i i ./ L ___ , ____ 1 ____ L ___ 1 __ ’ 

Seismic Processing and Analysis System (System 2) 

그림 2.3.1 KEMS (Korea Earthquake Management System)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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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품질 보장 

OFX 
2. Beam형성， 필터링 

3. STMTA 탐지 , 탐지 후 Refinement 

5분 

1. Phase 결정 
StaPro 2. Phase Association/ Event Location 

3. Confidence 계 산 

1. Phase Association/ Event Location 

AAssoc 2. Confidence 계 산 

3.지 역Magnitudes/원격 Seismic Magnitudes 

1. 자동 생 성 Bulletin 

BulletinGen 2. Associated Arrivals 인 쇄 

15분 

1. 대화식 분석 (리뷰) 
ARS 2. 자동 처리 결과 데이터 수정/ 재 계산 

PrintAnalyst 

Summary 

/연구 

1. 최 종 Bulletin 

2. Associated Arrivals 인 쇄 

그림 2.3.2 KEMS 타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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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드웨어 구성 

그림 2.3.3은 KEMS의 하드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보여준다. KEMS 는 

KINSSRV, KINSAUTO, KINSGONG의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시스템 

에서 운용되는 애플러케이션은 그림의 왼쪽 편에 표시되어 있다. 그럼에서 볼 수 

있듯이， KINSGONG 시스템을 제외한 2대의 시스템은 Sun Ultra-60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 있고 Analysis를 위한 시스템은 4mm DAT 테이프 드라이브가， Archiving을 위 

한 시스템에는 CD-ROM Writer가 부착되어 있다. 

애플랴케이션모둘 호스트 

- DLMan/ AlphaForwarder KINSAUTO 

- DFX Automatic Data Processing 

- StaPro/ AAssoc 

- CDView 

DACS 

EMS scripts, 

binary 

Seismic Alerts 

- Oracle DBMS 

DBTool 

ARS 

• MAP 

ARSTools 

- DACS 

DatArch 

SUN Ultra 30 

256MB RAM 

KINSSRV 

Transaction/ File 

SUN Ultra 5 

256MB RAM 

DataBase 

Analyst Review 

KINSGONG 

Data Archiving 

LlNUX 2.0.34 

512MB RAM 

그림 2.3.3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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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MS의 서브 시스템별 f르 j 

-=r’ 6 

KEMS는 KINSAUTO (자통 데이터 처리 시스템 Automatic Data Processing 

Host) , KINSSRV (통합 처리 시스템 Transaction/File, Data Base, Analyst 

Review Host) , KINSGONG (데이타 저장 시스템 Data Archiving Host)의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대의 서브시스템은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NFS-mount를 사용해서 각각의 애플러케이션 및 하드 디스크를 공유하므로 전체 시 

스템은 마치 하나의 시스템 처럼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된다. 

가. KINSAUTO (Automatic Data Processing Host) 

KINSAUTO 시스템은 DLMan, StaPro, AAssoc, Mag, CDView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도는 그림 2.3.4와 같다. 

1 DLMan / AlphaForwarder 

DLMan 모률은 많은 Seismic 스테이션들로부터 Wave form 데이터를 받아서 

Circular 큐 형태인 멀티플 디스크 루프에 저장한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디스크 

루프의 최대 데이터 저장 일수는 7일로 기한이 지난 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에 의 

해서 overwrite 된다. Wave form 데이터가 디스크 루프에 기록될 때， DLMan은 해당 

데이터를 위한 포인터 빛 기타 관련된 데이터를 오라클 RDBMS에 저장하여 DFX, 

AAssoc , ARS동의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DLMan은 디스크 루프와 오라클 RDBMS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한변， 

AlphaForwarder‘에 데이터를 전달하여 CDView를 위한 4 - 8시간의 데이터를 저장하 

는 작은 규모의 Circular Buffer를 생성하고 계속해서 변경한다. 

다음은 DLMan과 AlphaForwarder의 기능 요약이다. 

가. Station(KSRS)로부터 연결 요청을 받아서 연결 설정을 한다. 

나. Alpha 패킷으로 전달되는 Continuous Waveform 데이타를 받는다. 

다. 패킷으로 전달된 데이터를 풀어서 디스크 루프와 오라클 RDBMS에 저장한 

다. 

라. 데이터를 AlphaForwarder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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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AlphaForwarder는 Circular Buffer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른 site의 

DLMan에게 데이터를 전탈한다. 

[ 導흙 I 
Alpha패컷 

Other 

Applications 

(DFX，ARS둥) 

DLMan 

CDView 

그림 2.3.4 DLMan과 AlphaForwarder의 waveform 데이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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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FX 

DFX (Detection and Feature Extraction) 모률은 싱글 채널 스테이션， 3-콤포 

년트 스테이션， Seismometer 어레이로부터 time-series waveform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기농을 가지고 있다. DFX는 오라클 RDBMS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Spike를 

제거하고 Gap를 채우는 퉁의 Qual i ty Control (데이터 품질 제어)을 수행하고 

Signal을 탐지하여 측정 및 계산을 수행한다. 

DFX는 이외에 그림 2-3-2와 같이 Beam Forming, Filtering, STA/LTA 

Detection , Post Detection Refinement를 수행하여 Event를 탐지 한다. 

3 StaPro / AAssoc 

StaPro(Station Processing)는 탐지된 Arrival에 대해서 phase 

identi fication을 위한 초기 hypothesis를 제공한다. 즉， StaPro는 DFX에 의하여 

탐지된 Event틀의 Arrival을 P, Pn, S, Sn, Lg둥과 같은 Seismic phase나 노이즈로 

분류하거나 그리고 가능하다면 Phase 그룹에 Association되어 있는 event를 

location하기 위해서 초기 hypothesis를 제공한다. 

StaPr。의 결과값은 AAssoc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AAssoc 

(Automatic Association) 모률은 특정한 시간 간격 동안， StaPro가 모든 스테이션 

에 대하여 작업을 마쳤을 때 시작된다. AAssoc의 입력값은 DFX가 탐지해서 StaPr。

가 식별한 Arrival값과 AAssoc이 처리한 origin값이다. AAssoc은 이러한 입력값을 

받아서 event와 arrival을 association한 후， event의 location을 결정한다. 

나 . KINSSRV 

KINSSRV 시스템은 KINSAUTO 시스템과 Tuxedo를 이용하여 분산 시스템 환경을 

구현하고 다른 서버틀이 사용하는 파일과 환경 파라미터동을 저장하는 KEMS의 메인 

시스템으로 가장 먼저 Booting 되어야 한다. 다른 서버틀은 주로 EMSSRV 머쉰의 따 

일시스템을 NFS-mount하여 공유한다. 

1 Transaction/ File 

Transaction/ File 시스템은 DACS , Seismic Alert동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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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ACS 

KINSSRV 시스템의 DACS(Distributed Applications Control System)는 Tuxed。

를 이용하여 구현하였고 DFX , StaPro , AAssoc퉁의 분산된 애플러케이션을 관리한 

다. DACS는 프로세스간의 메시지 상호 교환， 작업 큐잉， 프로세스 관리동의 작업을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한 구성요소를 갖는다. 

가. 애플러케이션 간의 메시지 경로에 따라 전달해 주는 Tuxedo 트랜잭션 고 

로세성과 큐 관리 기능 제공 

나. TONG과 JADO 시스템간의 네트워크 프로세싱을 위한 프로세스를 읽어틀여 

서 실행하고 프로세스가 수행이 중단될 경우 다시 설행시켜주는 DMan 

(Distributed Application Manager) 기능 제공 

DACS는 tmadmin , qmadmin몽과 같은 관리 툴을 가지고 프로세싱의 상태를 보거 

나 프로세스를 다시 설행하고 멈추는 퉁의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1.2 Seismic Alert 

Seismic Alert은 특별한 Event가 탐지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기적으로 데 

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만약 Event가 있으면 오퍼레이터에게 ‘딩동딩동’과 같은 

소리를 발생시커 새로운 Event가 도착했음을 알려 준다. 또한， Event 발생시 관련 

된 연구원틀에게 Mai 1을 보내어 Event 발생 시간， 위도， 경도， Depth , magnitude , 

발생 지역동을 통보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2 Analyst Review 

Analyst Review 시스템은 Seismic Analyst가 Automatic Processing후의 데이 

터를 다시 분석하여 최종적인 event bulletin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 

으로， ARS동의 애플러케이션과 2대의 모니터를 이용하여 보다 편러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 (GUI Graphical User Interface)를 제공한다. 

Analyst Review는 ARS , MAP , ARS Tool틀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기능은 다음 

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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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1 ARS 

ARS 모률은 대화식 분석을 통하여 Automatic processing을 통하여 이미 생성 

된 Event bulletin을 면집하여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 ARS 애플리 

케이션은 메인 윈도우에 많은 수의 arrival틀을 보여주고 이러한 arrival의 특정， 

즉 amplitude , phase identification , azimuth , slowness , onset time동은 대화식 

으로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Arrival틀의 특정을 수정하고 Event틀과 관련있는 Phase set을 변경함으로써 

Event location도 역시 바뀌는데， Seismic Analyst가 최종적으로 변경된 location 

에 만족할 때 ARS의 ‘SAVE 기능을 이용하여 오라클 DBMS에 저장한다. 또한 ARS는 

분석할 때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도구를 제공하여 Analyst의 작업을 

톱는다. 이러한 도구들은 2.3절의 ARS Tools에 소개되어 있다. 

ARS를 사용하면， Seismic Analyst틀은 Disk-loop에 저장된 7얼치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되어 CD-ROM에 저장된 이전의 데이터도 분 

석이 가능하다. 다음은 CD-ROM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하는 과정이다. 

가. 보고 싶은 지진의 orid (origin id)나 발생시간을 알아낸다. 

나. orid나 발생시 간으로 CD의 V이ume name을 찾는다. 

1) orid로 찾는 경우 

- sqlplus auto/aut。 로 login 

- SQL) @find_orid_volume 

- SQL) Enter orid: <orid) 

2) time으로 찾는 경우 

- sqlplus auto/auto로 login 

- SQL) @find_time_volume 

SQL) Enter data and time: <MM/DD/YY HH:MM:SS)의 형식으로 시 

간을 입력한다. 

다. 알아낸 V이ume name으로 CD의 data를 DB로 입력한다. 

- 해당 Volume name을 가진 CD를 Drive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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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ems/scripts/bin/loadCDVol.sh <Volume name) 

라. ARS를 실 행하고 Event Data를 분석 한다. 

2.2 MAP 

MAP 애플러케이션은 오라클 RDBMS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진이 

발생한 위치와 스테이션의 위치를 Visual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MAP은 

ARS나 그밖의 애플러케이션이 주로 호출하여 사용한다. 즉 MAP은 자체 유저 인터페 

이스를 사용하여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프로그램이 전달한 Data를 처 

리하여 display 기능을 제공할 수 도 있다. 

MAP 인터페이스는 특정한 지역에 대한 지도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과 

RDBMS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을 제공하고 미국의 하와이 대학에서 배포하는 

GMT 프로프램을 사용하여 요구에 맞는 Post-script 따일을 생성하게 된다. 

2.3 ARS Tools 

ARS Tool은 대화적인 분석을 위하여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유용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DFX , SpectraPlot , 그러고 XfkDisplay가 이에 해당하는 도구들로， 

DFX는 ARS에서 디스플레이되는 Event틀에 대한 beam을 계산하고， SpectraPlot은 

power spectra를 계산하여 디스플레이하며 Xfkdisplay는 vector slowness spectra 

를 계산하고 관측된 slowness에 대한 beam을 계산하는 기능을 각각 제공한다. MAP 

모률과 같이 이러한 도구들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유용하게 재구성 될 수 있다. 

3. KINSGONG (Data Archiving Host) 

KINSGONG은 Data를 영속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즉， CD-ROM이나 자기 Tape와 같은 저장 매체에 지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시 

스템 (EMSAUT이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지 않는 Seismic Waveform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DatArch 애플러케이션은 SQL과 C 프로그램 Scheme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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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eries waveform 데이터와 여 러 가지 따라미터 따일을 CD-ROM에 기록한다. 이 

러한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설행되는데， 현재 하루에 일곱 번 runDailyArchive.sh 

모률이 실행되어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그러고，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따일은 관 

리자가 주기적으로 CD-ROM으로 기록하게 된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Archiving 데이터는 저장되는 시점에 따라 4가지의 상 

태를 가지게 된다. 각각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가. acti ve 

-Filename:kinsgong:/export/data/archive/cdrom#/<volumename).active 와 

같이 표시된다. 

- Di sk에 Continuous Data를 보관하기 시작할 때 파일의 확장자를 위와 같이 

바문다. 

각상태별로 뒤의 파일 확장자가 서로 다르게 지정된다. 

나. c1 0sed 

-Filename:emsgong:/export/data/archive/cdrom#/<volumename).closed 와 같 

이 표시된다. 

- Disk에 Continuous Data 보관을 마쳤을 때 위와 같이 확장자가 변경된다. 

다. 확장자가 없음 

- File name: emsgong:/export/data/archive/cdrom#/<volumename)와 같이 표 

시된다. 

- Disk에 Continuous Data 보관중일 때 위와 같이 확장자가 변경된다. 

라. archived 

Filename 은 emsgong:/export/data/archive/cdrom#/<volumename). 

archived 

와 같이 표시된다. 

- CD-ROM으로 Disk의 Continuous Data를 성공적으로 기록했을 때 위와 같이 

확장자가 변경된다. 

다음은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Archiving 애플러케이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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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Dai1yArchive.sh와 관리자가 실행해 주어야 하는 write_CD_vo1 모률의 

실행 과정이다. 

a. runDai 1yArchi ve. sh 

DiskLoop로 부터 emsgong:/data/archive/cdrom#/<vo1umename).xxxx 에 

Archiving을 위한 파일을 생성한다. 

-생성이 끝난 vo1ume은 <vo1umename).c1osed으로 표시되어 CD_ROM으로 기록 

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 시스템의 Cron Job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설행된다. 

/opt/ems/scripts/bin/runDai1yArchive.sh가 하루에 일곱번 실행 된다. 

emsgong:/export/data/archive/cdromO ~ 6번까지 모두 7개의 continuous 

fi 1e CD image가 저장가능 하다. 

- CD image를 위해서 3GB가 할당되었고 한 image는 4일 기준으로500MB이므로 

총 24일간의 CD image를 하드 디스크에 보관가능하다. 

b. write CD vo1 

- /opt/ems/scripts/bin에 위치한다. 

runDai1yArchive.sh에 의해서 생긴 데이터 파일틀을 보고 상태를 체크한 후 

같은 Directory의 burnCD를 부른다. 

BurnCD She 11 프로그램으로 vo1ume.archived파일틀을 CD-ROM으로 실제로 

기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c. CD-ROM으로 기록된 내용은 2.1 ARS의 내용과 같이 ARS를 사용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d. Segmented 데이터 기록 

/data/wfms/ 디 렉토리에 위치하며 ana1yst_arch 오라클 유저로 접근이 

가능하다. 

현재 하드디스크에만 저장이 되고 있으며 CD-ROM으로 저장하려면 별도 

의 작업이 팔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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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철 지진자료 DB 구축 

금번 연구를 통하여 각 기관과의 데이터 전송 통로가 구축되었고 이를 통하여 전 

달받은 지진 이벤트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체계화하여 향후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특히 데이터를 체계화하는데 있어서 

CSS3.0 (Center for Seismic Studies Ver. 3.0) 포뱃의 데이터와 이를 상용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사상시켜 활용하는 Orac1 e 데이터베이스로 대별하여 진행하였다. 

1. CSS3.0 DB format 

CSS3.0에 대한 간단한 역사적 고찰과 주요 관리 데이터 빛 실 테이블은 부록을 

참조할 수 있다. 금번 연구의 주된 관심 데이터는 각 관측소의 가속도 센서로부터 

측정되어 전달되어진 가속도 자료이며 이 가속도 자료가 CSS3.0 포뱃으로 디스크에 

저장된다. 특히 여러 가지 CSS3.0 테이블 중에서 가장 중요한 wfdisc 테이블에 관 

련 데이터의 정보와 실데이터 따일의 물리적인 위치동을 저장하고 있다. 다음 [표 

2.4. 1]은 CSS3.0의 핵심 테이블인 wfdisc 의 attributes를 나열한 것이다. 

[표 2.4.1] wfdisc 테이블 attributes 일람 

attribute storage external character 
type format positions 

attribute description 
name 

sta c6 a6 1-6 statlOn 
chan c8 a8 8-15 channel 
tlme f8 fl7.5 17-33 epoch time of first sample in file 
wfid i4 i8 35-42 waveform id 
chanid i4 i8 44-51 channel operation id 
idate i4 i8 53-60 .i ulian date 
endtime f8 fl7.5 62-78 time+(nsamp- O/samprate 
nsamp i4 i8 80-87 number of samples 
samprate f4 fll.7 89-99 sampling rate in sample/sec 
calib f4 fl6.6 101-116 nominal calibration 
calper f4 fl6.6 118-133 nominal calibration period 
mstvpe c6 a6 135-140 instrument code 
segtvpe cl a1 142-142 indexing method 
datatvpe c2 a2 144-145 numenc storate 
clip cl a1 147-147 cliped flag 
dir c64 a64 149-212 directorv 
dfile c32 a32 214-245 data file 
foff i4 ilO 247-256 bvte offset 
commid i4 i8 258-265 comment id 
lddate date a17 267-283 load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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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disc파일과 그 파일에 연결된 ~:~. w 파일을 참조하여 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하나의 wfdisc파일에 여러 관측소와 각 성분의 데이터를 함께 저 

장할 수 있어서 하나의 이벤트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함께 보관， 배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물리적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2] wfdisc따일의 구조 

KRA HGE 975553432.00460 o 12021333 2000335 
975553732.00460 

30001 100.0000000 1.000000 1.000000 - - s4 -
/ data! archi ve!WFDISC/2000/335 975553462_autoSeg_0.w 

o -1 20001130 03:59:06 
KRA HGN 975553432.00460 1 12021332 2000335 

975553732.00460 
30001 100.0000000 1.000000 1. 000000 - - s4 

/ data! archi ve!WFDISC/2oo0/335 975553462_autoSeg_1. w 
o -1 20001130 03:59:06 

이하 여러 개의 Row가 있으나 생략했다. 우l 표 2.4.1의 구조를 참조하여 wfdisc 

따일을 각 Row별로 식별할 수 있으며 dir과 dfile항목을 참조하여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와 그 파일명을 찾아 볼 수 있다. 첫 번째 Row의 데이터 파일은 

/data/archive/WFDISC/2000/335/975553462_autoSeg.O.w 따일이다. 

특히 KEMS는 각각의 이벤트 별로 하나의 wfdisc따일과 ~~. w 따일을 생성하여 저장 

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Geotool동의 응용프로 

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다. 

2. Oracle SQL Engine 

오라콜 RDBMS는 최근 개방형 시스템 UNIX. Cl ientlServer. Network 

Computing. Web이 라는 큰 줄기의 한 가닥을 잡고 있는 RDBMS(Relational Data Base 

Management System)의 한 종류이다. RDBMS에서 사용하는 관계형 데이터 접근방법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시스템 디자인을 분리시켜 설제로 이전에 사용하던 방법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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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디자인 측면， 개발 측면， 시스템의 유지 보수 측면， 일부 데이터의 수정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창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접근방법이다. 

Orac1 e은 가장 최신의 정보환경을 구축해 주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저 

장고 역할을 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원할 때 즉시 가져다 준다. Orac1 e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Oracle Server는 여러 application사이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 

록 하여주고 다음의 구성 조건을 지원한다 . 

• Host-based 사용자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컴퓨터에서 직접 접속가능 

하다 . 

• Cl ientlServer‘ : 사용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인 컴퓨터에서 접속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시스템에 존재한다 . 

• Distributed processing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베 

이스에 접속 할 수 있다. 실제로 서로 다른 물리적 위치에 

속한 데이터베 이스를 사용자는 위치를 알 필요 없이 접속 

할 수 있다. 이러한 processing은 투명성 (transparency)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특정을 가지고 있는 오라클 RDBMS는 KEMS의 중추적인 역 

할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CSS 3. 0 Schema를 토대로 구축되어 호환성이 뛰어나고 

많은 Query Tool을 제공하여 원하는 조건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DLMan은 오라클의 Auto 유저를 통하여 Waveform 데이터의 포인터들을 오라클 

에 저장하여 관리하고 일단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DFX, StaPro , AAssoc , 

ARS등의 애플러케이션과 기타 다른 많은 툴들이 오라클을 이용하여 데이터에 접근 

하고 처리한다. 그림 2.4.1은 Automatic Processing을 할 경우 오라클 RDBMS를 이 

용하는 순서와 중요성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 

표 2.4.3은 KEMS 데이터 베이스의 오라클 유저 요약이고， 그럽 2.4.1은 

lnteractive Processing에서 사용되는 애플러케이션인 ARS와 오라클 RDBMS와의 관 

계를 나타내어 준다. 

이렇듯 여러 가지 특정을 가지고 있는 Oracle을 데이터를 체계화하는데 활용 

하고 있다. 안전기술원에 설치된 KEMS의 Oracle 데이터베이스에는 초기에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테이블에 데이터가 입력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테이블의 관리는 

specs account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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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e 

- sitechan 

- sensor 

- instrument 

affi 1 iat ion 

그러고 실제적인 지진데이터는 wfdisc 테이블에 저장되는데 관측소로부터 전 

달받은 mini-SEED 형식의 데이터를 변환하여 입력하게 된다. 데이터가 저장될 때의 

위치는 특정 설정 따일을 통해 명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KEMS에서 

지원하는 ARS를 통해서 분석될 수 있다. 

[표 2.4.3] 오라클 RDBMS 유저 요약 

유저 기 ~ 
Default lndex 

Tablespace Tablespace 
Schema 

SPECS 
station과 EMS specification에 대 한 CSS 3.0 + 

EMSDATA EMSNDX 
정 적 인 Table 관 리 account extensIOns 

전역적으로 액세스하는 관리용 CSS 3.0 + 
ADMIN EMSDATA EMSNDX 

table을 위 한 account extenslOns 

WFDATA waveform data 저 장을 위 한 account 
CSS 3.0 + 

EMSDATA EMSNDX 
extenslOns 

automatic time-series 와 network 
CSS 3.0 + 

AUTO processmg 결과를 위 한 데 이 터 저 장 EMSDATA EMSNDX 

table 관 리 account 
extensIOns 

Interactive analysis table 관 리 CSS 3.0 + 
ANALYST EMSDATA EMSNDX 

account extensIOns 

Map application 지 원 용 account 
CSS 3.0 + 

MAP EMSDATA EMSNDX 
extenslOns 

A UTO account에 서 의 automatic 

processmg 에 대 한 interactive review 
CSS 3.0 + 

REV EMSDATA EMSNDX 

내용을 저장하는 table 관리 account 
extenslOns 

data migration과 archiving 처 리 틀 
CSS 3.0 + 

MIGRATION 위해 사용되는 임시 테이블 관리 EMSDATA EMSNDX 
extensIOns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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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4.1 ARS와 오라클 RDBMS의 관계 

- 41 -



3. 지진자료 DB구축의 대상과 절차 

자료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은 어떤 대상의 자료를 어떤 형태로 조직할 것인 

가하는 문제다. 이번 과제에서 데이터 저장 형태는 CSS3.0 포뱃과 상용 Oracle 데 

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방식이 적용되었으면 대상 데이터는 세 개 기관의 관측소로부 

터 수집 가능한 지진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관측소로부터 

는 100samples 가속도 자료， 전력연구원의 관측소로부터도 역시 100samples 가속도 

자료를 그러고 자원연구소의 관측소로부터 1 OOsampl es 속도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 

고 있다. [표2.4.4] 

[표2.4.4] 지진자료 DB구축의 대상 

관측소 운영기관 운영형태 대상 데이터 

울진관측소 전력연구원 속도，가속도 가속도 100samples 

월성관측소 A 전력연구원 속도，가속도 가속도 100samples 

월성관측소 B 전력연구원 속도，가속도 가속도 100samples 

월성관측소 C 전력연구원 속도，가속도 가속도 100samples 

고리관측소 A 전력연구원 속도，가속도 가속도 100samples 

고리관측소 B 전력연구원 속도，가속도 가속도 100samples 

영광관측소 A 전력연구원 속도，가속도 가속도 100samples 

영광관측소 B 전력연구원 속도，가속도 가속도 100samples 

울진관측소 원자력안전기술원 속도，가속도 가속도 100samples 

월성관측소 원자력안전기술원 속도，가속도 가속도 100samples 

고리관측소 원자력안전기술원 속도，가속도 가속도 100samples 

여。고 。L교1↓4 걷=르fλ 원자력안전기술원 속도，가속도 가속도 100samples 

대전관측소 한국자원연구소 속도，가속도 속도 100samples 

간성관측소 한국자원연구소 속도，가속도 속도 100samples 

서울대관측소 서울대학교 속도，가속도 속도 100samples 

경북대관측소 경북대학교 속도，가속도 속도 100samples 

보길도관측소 전남대학교 속도，가속도 속도 100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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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제언 

기존의 Dial-up 관측소를 통한 원전지진동 감시 방법은 실시간 모니터렁이 지원 

되지 않기 때문에 원전의 지진안전성 감시 차원에서는 이번에 구축된 실시간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이 한차원 높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진관측망간 연계는 현재 한국자원연구소， 한국전력연구원의 지진관측망과 원 

활이 연계하여 지진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으며， 향후 기상청과도 국가 

전체의 통합지진망을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DSS 기능은 원전 내 

부에 설치된 가속도계에서 기록되는 지진동 값을 초당 1 셈플로 나타냄으로써 쉽게 

현재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다. 

지진발생시 모든 지진에 대한 진앙지 결정이 현재 설치된 원전 감시망으로는 미 

흡하기 때문에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진연구망에서 결정된 지진정보 

를 신속히 접수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으며， 지진 발생시 약 5-10 분 이내에 기존의 

원전감시망인 4개의 dial-up 관측소는 물론이고， 한국전력연구원의 8개 관측소의 

가속도 지진통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를 Data Base에 입력함으로써 자료 확 

보가 손쉽게 되도록 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지진감시 시스템은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안전성 감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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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Mini SEED 포뱃 

제 I 절 SEED 란 무엇인가 ? 

SEED(Standard for the Exchange of Earthquake Data)는 디 지 털 지 진 자료의 상호 교환을 

위한 국제적 표준 포뱃이다. 주로 지진 연구를 위한 학회나 관련 기관들간의 아직 

처리되지 않은 자료 교환이 목적이며 좀더 정확히 말하면 한곳의 위치에서 같은 시 

간 간격동안 생성된 디지털 지진 자료를 위한 포뱃이다. 

1970 년 전에는 종이나 필름을 이용한 아날로그 방식의 지진 기록계가 전부였다. 그 

러나 1970 년 이후부터는 디지털 지진 기록계가 개발되었고 양질의 지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컴퓨터와 호환이 되지않는 매체， 다른 형식의 포 

뱃 등으로 자료 교환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틀을 해결하기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였고 여러 가지의 표준안이 만들어졌으나 완전히 하나로 통 

합되 지 는 않았다. 1985 년 IASPEI(Intemational Association for Seismo\ogy and Physics of 

the Earth’s Interior)가 결 성 되 었 고 여 기 서 다시 FDSN(Federation of Digita\ Seismographic 

Networks)이 만들어져 통일된 표준안을 만들기로 하였다. 1987 년 모임 후 많은 요소 

들이 고려된 새로운 형태의 포뱃을 만들기로 합의가 되었다. 그러나 다른 그룹들은 

기존의 표준안중 SEED 를 채택해 표준으로 사용했고 1988 년에 정식으로 v2.0 을 발 

표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v2 .3 까지 발표되었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에서도 현재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Physical Volume 

Optional, Hardware• Specific 
Physical Volume 
Control Header 

Logical Volume 1 

Logical Volume 2 

Logical Volume N 

EOF 
EOF 
EOF 
EOF 

그림 A-l. 물리적 Vo\ume 과 논리적 Volume 



제 2 절 SEED 의 구조 

1. Physical Volume 과 Logical Volume 

SEED 포뱃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logical volume 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제로 매체 

에 기 록될 때 는 일 반적 으로 한 개 의 physical volume 에 여 라 개 의 logical volume 들이 

기록되며 반대로 한 개의 logical volume 이 여러 개의 physical volume 들에 쓰여질 수 

도 있다- 그림 A-I 은 이들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SEED Version 2.0 Style 

Volume Index 
Control Header 

Abbreviation Dictionary 
Control Header 

Station Control Headers 

Time Span 
Control Header 1 

Data for Time Span 1 

Time Span 
Control Header 2 

Data for Time Span 2 

Time Span 
Control Header N 

Data for Time Span N 

SEED Version 2.1 Style 

Volume Index 
Control Header 

Abbreviation Dictionary 
Control Header 

Station Control Headers 

Time Span 
Control Header 1 

Time Span 
Control Header 2 

Time Span 
Control Header N 

Data for Time Span 1 

Data for Time Span 2 

Data for Time Span N 그 

그 림 A-2. 논 리 적 Volume 내 에 Format Object 의 구조 



2. Format Object 

SEED volume 은 연속적인 fonnat object 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control header 부분과 time series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control header 부분 

은 다시 다음과 같이 4 개의 header 로 구성되어 있다. 

volume index control header 

abbreviation dictionary control header 

station control header 

time span control header 

이 header 들은 평범한 ASCII 로 쓰여져 있고 volume 과 station, channel 등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있다. 반면에 time series 부분은 주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내장된 일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럼 A-2 는 logical volume 의 구조 

를 설명하고 있는데 v2.0 과 v2.1 이후와는 구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SEED 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만들 경우에는 SEED 데이터를 읽는 모률은 

2 가지 형태의 구조를 모두 지원해야 하며， 기록 모율은 v2.1 을 지원하는 모률만 작 

성하면 된다. 

format object 는 하나 또는 여 러 개 의 logical record 들로 이 루어 진 다. logical record 들 

은 각자 자기인식 블록들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저장 매체에 기록될 때에는 위에서 

언급한 logical volume 에서와 같이 저장 매체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physical record 

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 개의 physical record 에 여 러 개의 logical record 가 

기록될 수도 있다. 

Blockette 1 

Logical Record 1 

Blockette2 

Blockette 3 
Logical Re∞rd2 

Blockette4 

BI。αette5

Logical Re∞rd N 

Blockette N 

그림 A-3. Control Header 의 구조 



3. Blockette 

control header 는 여 러 개 의 연속된 blockette 으로 구성 되 어 있다. blockette 은 

ASCII(control header 의 경우)와 binary( data record 의 경우)로 기록될 수 있고 또한 크 

기면에서도 고정 크기와 가변 크기 모두를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항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blockette 의 수는 옵션이다. 

blockette 은 blockette 의 자기인식부분과 길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과 여러 개의 

특정 항목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모 이 blockette 의 항 

목 정의가 SEED 포뱃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이다. 

( 二lockette Iden…er 

Blockette Length 

Data Field 1 

Data Field 2 

Data Field N 

그림 A-4. Blockette 의 구조 

4. Data Record 

이미 언급한 바와 감이 format object 는 control header 와 time series 로 양분되고， 

control header 는 전제가 평범한 ASCII 형태의 blockette 으포 구성되어 있지만 tlme 

series 부분은 binary 로 기록되어 있으며 다시 data record 라는 형태의 면속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A-5 는 이를 잘 정리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개의 physical 

record 는 여러 개의 logical record 를 가지고 있고 이들은 각각 자가인식 블록들을 가 

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logical record 는 여러 개의 data record 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A-6 은 data record 의 구조륜 나타내고 있다. 제일 위쪽이 자기인식 블룩이고 



다음은 48byte 크기의 고정 헤더 부분이다. 다음으로 연속적인 blockette 이 따르는데 

이 는 control header 의 blockette 과는 다른 형 태 이 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blockette 들은 옵션이기 때문에 data record 에 따라 없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 

터 부분이고 당연히 연속된 binary 형태의 자료이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할 Mini 

SEED 포뱃이 바로 data record 를 의미한다. 

10 Block 10 Block Oata Record 1 

logical 
Record 1 

Oata Record K 

Physical 
Record 1 

10 Block Oata Re∞rd 1 

logical 
Re∞rd M 

Oata Re∞rd K 

10 Block 10 Block Oata Record 1 

logical 
Record 1 

Oata Record K 

Physical 
Re∞rd N 

10 Block Oata Record 1 

logical 
Re∞rd M 

Oata Record K 

그렴 A-5. Time Series Format Object 내 의 record 구조 



Identification Block 

Fixed Header Section 

Blockette 1 

Variable 
Header 
Section 

Blockette N 

Data Section 

그림 A-6. Data Record 의 구조 

제 3 절 Mini SEED 

서로 다른 지진 데이터의 교환을 위해 SEED 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의 정보는 4 개의 헤더에 걸쳐 장황하게 저장되어 있다. 1991 

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FDSN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서 데이터가 없는 SEED 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지진 기록계에서는 파형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데이터만 있는 SEED 형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FDSN 에서도 데이터 전용 SEED 

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결국 데이터 전용 SEED(data only SEED)를 Mini SEED 

라 부르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앞 절에서 설명한 data record 를 의미하게 되었다. 

더불어 Mini SEED 는 데이터 분석 포뱃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정 받아 널리 사용되고 

있다. 

Mini SEED 는 SEED 에 비해 주변 정보들이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데이터 압축포뱃， byte swap 순서， 데이터 길이 등이 

다- 이들의 부족한 정보를 채우기 위해 Mini SEED 에서는 1000 번 blockette 을 옵션으 

로 사용하여 이 정보를 제공한다. 표 A-1 과 표 A-2 는 각각 Mini SEED 의 고정길이 

헤더 구성과 1000 번 blockette 의 구성을 섣명하고 있다. 



Note FieldName Type Length Mask / Flags 

Sequence number A 6 "######" 

2 Data header indicator("D") A 

3 Reserved byte A 

4 Station identifier A 5 UN 

5 Location identifier A 2 UN 

6 Channel identifier A 3 UN 

7 Network Code A 2 

8 Record start time B 10 

9 Number of samples B 2 

10 Sample rate factor B 2 

II Sample rate multiplier B 2 

12 Activity tlags B 

13 1/0 and c10ck tlags B 

14 Data quality tlags B 

15 Number ofblockettes that follow B 

16 Time correction B 4 

17 8eginning of data B 2 

18 First blockette B 2 

표 A- l. 고정 길 이 MiniSEED 헤 더 구조 

Note Field Name Type Length Mask / Flags 

810ckette type - 1000 B 2 

2 Next blockette’s byte number B 2 

3 Encoding format B 

4 Word order B 

5 Data record length B 

6 Reserved B 

표 A-2. 1000 번 blockette 구조 



j 부록 B. Naming Co띠vention 



하국 지 친 관측자료의 표준 channel naming 

- SEED format에서는 connectorY- digitizer의 번호로 나타내는 physical channel명 대신에 component와 stream의 조합으로 

구성된 logical channel qj 을 사용하며， 이를 표시하기 위해 총 3개의 영문 대문자를 사용함， 

- 첫 번째 문자(Band Code)는 sampling rate와 센서의 감지 주파수대역으로 구별하며， 두 번째 문자(Instrument Code)는 센서 

의 종류， 3번째 (Orientation Code)는 센서의 방향을 나타낸다 (표 B-1 참조) . 

표 B-1. SEED format의 표준 Code 

Band Code Instrument Code Orientation Code 

Sampling rate Natural 
Code Type Code Type Code Direction 

(Hz, sps) freqency (Hz) 

Extremely short Broadband Vertical 
E sps 는 80 Nf>O.1 H Z 

period (high gain) (up : +) 

Short-period North-south 
S Short period 10 드 sps<80 Nf>O.l L N 

(Jow gain) (north : +) 

East-west 
H High Broadband sps 는 80 Nf드 O.l G Accelerometer E 

(east : +) 

B Broadband 10드 sps<80 P 
Geophone 

T Transverse Nf드 0.1 
(verγ short-period) 

M Mid period 1 <sps<10 F Magnetometer R Radial 

L Long period sps늑 1 W Wind B Beam 

V 
Very long 

sps늑 0.1 K Temperature Inside 
period 

U 
Ultra long 

sps 늑 0.01 D Pressure O Outdoor 
period 



Over-sampling후 re-sampling하는 경 우 sps(sampling per second)가 높은 자료로부터 digital FIR filter을 이 용하여 

aliasing effect을 제거한 후 수행되므로 sps가 높은 자료를 최종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sensor을 

반응주파수 영역외의 자료는 의미가 없음. 광대역 센서인 STS-2의 경우 40Hz 이상의 주파수대역은 사용치 않으며 

엘반적으로 short-period sensor의 경우에도 40Hz 이상의 경우 sensitivity가 일정치 않음. 따라서 영구 지진관측소의 최대 

sps랄 100으로 설 정 함. 

- real-time monitoring 경우 전송망의 전송속도등을 고려하여 20 sps 자료를 획득함. 

- 센서의 고유 주파수， Nf은 short-period일 경우 진동자의 주파수을 의미하며， feedback~ 경우 보정된 주파수를 의미함. 

기상청의 경우 지진해일의 조기경보플 위해 5 sps 광대역 자료플 지진기록계로부터 직접 real-time으로 획득함 

표 B강 한국 표준 channel Code 

Broadband Seismometer Short-period Seismometer Accelerometer 

(STS l, STS2, (JC-V100, S-13, (Episensor, AI0l , Recommended 

CMG-40T, .. .) SS-l , L-4, .. .) PA-20, .. J 

100 sps HHZ, HHN, HHE ELZ, ELN, ELE HGZ, HGN, HGE 
Minimum-phase filtering , 

dial-up, saved as segmented 

20 sps BHZ, BHN, BHE SLZ, SLN, SLE BGZ, BGN, BGE Zero-phase filtering , cor빼 

5 sps MHZ , MHN, MHE 
Zero 뼈 

only KMA for Tzunami warning 

1 sps LHZ, LHN , LHE Zero-phase filtering , as requested 



- 지진자료의 RDBMS 기본으로 사용되는 CSS 3.0 Schema에서는 자료의 검색등에 channel명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에 상 

웅하는 마원id을 사용한다. 이때 지진자료의 효율적 교환 및 분배를 위해서 타기관의 database를 연결하여 Oracle의 

Distributed database의 data replication 기능을 사용할 경우， chanid가 동일하면 system error7}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대 

한 체계적인 규약이 필요하다. chanid는 총 8개의 integ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신규 관측소를 database에 등록하여 자 

료를 처리할 때 한번 입력하게 된다 chanid는 sta(관측소명)， chankhannel 명)， time(관측시간， channel의 특성이 관측도중 

에 변경된 경우)의 compound key로 18을 [NN SS A B.IQ]로 표시할 경우 NN은 각 기관의 Network id이며， SS는 관측소 

의 id, A는 최종 digital 자료의 anti-aliasing filter의 종류， 및 BIO는 Band, Instrument, Orientation에 대한 id를 나타낸다 

(표 B-3 참조). Inid(Instrument ID.)는 표 B-4와 같이 규정 한다. 

표 B-3. 한국 표준 chanid 규약 

Network (NN) station (SS) Anti - aliasing filter(A) Band code Insturement code Orientation code 

KIGAM 10 TJN 20 oversampling , E H Z 
0 

KEPRI 12 과L!:츠 --，-'-人-며 。 τ。: 여 。무τr 
zero-phase S 2 L 2 N 2 

KINS 14 oversampling , H 3 G 3 E 3 
대문자로 나타내며， 

KMA 20 min-phase B 4 P 4 T 4 

서울대 31 
최대로 4자를 넘지 

M 5 F 5 R 5 only analog 

。L5Li口L • 
2 

한양대 32 filtering L 6 W 6 B 6 

전북대 33 - 각 기관별의 관측소 V 7 K 7 

전남대 34 
일련번호 

U 8 D 8 

세명대 35 
대외적으로 

경북대 36 

경상대 37 공개되어 있어야 함. 



표 B-4. Korea standard INID for CSS3.0 

Recorder Type Sensor Type 
Sensor Serial 

Component 
Sampling 

Number Rate 

Q680 l STS-l Z I 500 50 

Q4120 2 STS-2 2 001, 002, 003, ... N 2 400 40 

ACT16 3 CMG-3TB 3 E 3 250 25 
Sensor serial n um bers 

PRS4 4 JC-VI00 4 125 12 
take three digits. 

K2 5 SS-1 5 100 10 

S-13 6 For each sensor type 80 08 

HypoSensor 7 serial numbers start 50 05 

EpiSensor 8 from 001 and are 20 02 

JAI0l 9 added by one as the 10 01 
same type sensor 

5 85 
installed. 

I 81 

0.1 91 

0.0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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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eim Compression 



부록 c. Steim 압축 알고리즘 
지진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부분 압축된 형태로 기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압축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teiml 과 Steim2 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Quanterra 사의 지진 기록계가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Quanterra 사의 대표가 바 

로 Steim 압축 알고리즘을 고안한 Dr. Joseph Steim 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알 

고리즘의 완전한 이해와 더불어 관련된 모율을 개발하였고 다음에 그 내용을 상술하 

고자 한다. 참고로 부록 A 의 표 A-2 의 encoding format 항목의 값이 10, 11 일 경우 

각각 Steim 1, Steim2 압축을 의 미 한다. 

1. Steiml 압축 기 법 

최큰의 지진 기록계는 32-bit( 4byte) 정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측정 데이터의 약 99%이상이 background 데이터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은 측정 주 

기에 비해 저주파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속적인 데이터의 차이를 살펴보 

면 그 크기가 작아 대부분 8-bit( 1 byte)로서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 데이터를 직접 기록하는 것보다 그 차이를 기록한다면 원래 데이터의 손실이 

없이 상당히 기억 공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Steiml 압축 기법의 기본 

사상이다. 

실제 지진이 일어난 경우는 데이터가 I 또는 2byte 의 크기를 훨씬 넘는 경우가 있 

고 이런 경우는 연속적인 데이터의 차이 역시 1-2byte 를 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 

우는 4byte 의 공간을 모두 할애하여 차이를 기록해야 하며 Steiml 에서는 1, 2, 4byte 

의 3 가지 형태로 차이를 저장한다. 

원래의 시계열 데이터를 X." Xo , X, , ... , 라 하자. 여기서 Xj 는 32-bit 정수이다. 비슷한 

표현으로 연속된 데이터 간의 차이를 do , d, , d2 , ... ，라 하면 다음과 같다. 

do=xo- x., ’ 

d, = X, -Xo , 

dj = Xj - Xj., , 
dj+, = Xj+'- Xj ’ 

dn = Xn - Xn_, 
여기서 dj 는 역시 32-bit 정수이다. 그런데 만약 네 개의 연속적인 dj 가 32-bit 대신 

에 8-bit 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작다면 우리 는 다음과 같은 4 개의 8-bit 로 표현할 

수 있는 32-bit word wk 를 생각할 수 있다. 



(dí)1 , (dí+I)1 , (dí+2 )1 , (d퍼 )1 

여기서 (dí ) 아래 첨자 ftl"은 Ibyte 를 나타내며， wk 는 2-bit 의 코드 Ck = 01 2 의 조건 

일 경우에 해당한다. 계속해서 2 개의 연속된 dí 를 8-bit 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16-

bit 로는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32-bit word Wk 를 생각할 수 있다 

(d í )2 , (d í+1 )2 

여기서 (dí ) 아래 첨자 "2"은 2byte 를 나타내며， Wk 는 2-bit 의 코드 Ck = 102 의 조건 

일 경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dí 의 값이 너무 커서 32-bit 로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경우는 Wk 는 (di )4 와 같게 되며 역시 4 는 4byte 를 나타내며， Wk 는 2-bit 의 코드 Ck 

11 2 의 조건일 경우에 해당한다. 예외적으로 Wk 가 가지고 있는 값이 차이값이 아 

닌 경우는 Ck = 002 의 경우이며 헤더 정보나 초기값 등을 저장할 때 사용된다. 그림 

C-I 의 처음 64byte 는 헤더부분이가 나머지 63 개의 64byte 프레임이 데이터 부분이다. 

다만 두번째 프레임은 처음 값과 마지막 값을 저장하기 위해 2 개의 word 가 할당되 

었다. 

Steiml 은 구체적으로 4096 크기의 record 인 경우 가장 나쁜 상황， 즉 모든 차이값이 

32-bit 인 경우 최소 943 에서 가장 좋은 상황， 즉 모든 차이값이 8-bit 로 가능한 경우 

최대 3,772 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 미만이 32-bit 데이터 

인데 이 경우 약 3.72 배 정도의 압축이 가능하다. 

<• --------• Bytes 0 - 63 : Standard Headers ---••---------------•------• >

63 64-byte frames 

V •• ••• • 
0: wo xo ‘ n •----• 13 32-bit longwords(d때 

wo • ε<--직↓F유-←-←- 二二;二- 15νj퍼3앓2-bi이1이씨t lon매gwor뼈r띠ds익(어di이if川ff팩e 
l._____~← 

62: wo Wl I W2 W3 ‘ W4 I W45 W6 w7 W8 W1S 

WQ= co C5 C6 C7 C8 C9 C10 C11 C12 ‘ C13 C14 C15 

16 2-bit nibbles 

그림 C- l. Steiml 의 압축 데 이 터 구조 



1ft듀3 과낀 W1 w2 “ W4 ↓~-1 W6 w7 W15 

구J 1 cE 야 ! Lζ;~--r~~-5--T-펴기----←→ -기 김 
「 • •••••• 7 ←「←←「←T←←T←「←「←「
t WO: m 인 11 I l' 11 • • 10 10 J • 10 

dnib four 8-bìt differences 
「 • ••••• • ←「←← ----------

Wl = dO d1 d2 d3 

dmb seven 4-bit d川erences

;------,-------,• T f • 7 
W2- m ~ ~ i~la ~ ~ ~ 

dnib six 5-bit differences 

W3 s 01 dO 이 1112 d3 d4 d5 
_______ .1 ______ ••-• 」 •••.L __ l 

dnib five 6-bit differences 

「JJ「펴T그二τ~ 간←J기 

dnib three 1 Q-bit dilferences 
←←←←←←←←「 ←←←←「←← 「←→→→→→→→→늑 

W5=" dO d1 d2 

-~→→→→( •• 」→← i 
dnib tWQ 15-bit differences 

W6= 10 dO dl 

dnib one 30-bit diflerences 

W15= 01 dO 

그림 C-2. Steim2 의 압축 데 이 터 구조 

2. Steim2 압축 기 법 

Steiml 압축 기법에서는 차이값을 표현하는데 8, 16, 32 의 3 가지 bit 조합을 사용하 

였으나 Steim2 에서는 4, 5, 6, 8, 10, 15, 30 의 7 가지 bit 조합을 사용함으로써 압축률을 

높인 것이 다른 점이다. 

8-bit 차이 값을 제 외 하고는 32-bit word Wk 의 상위 2bit 는 Ck 와 더 불어 압축에 사용되 

는 bit 조합을 구분하는데 사용되며， 이를 dnib(decode nibble)이라 부른다. 

다음은 Ck 와 dnib 의 코드와 bit 조합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Ck = 002 : Steim1 과 동일， Wk 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지 않음. 

Ck = 01 2 : Steim1 과 동일， Wk 는 4 개의 1 byte(8-bit)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음 

Ck = 102 : Wk 의 상위 2-bit 인 dnib 을 참조. 

dnib = 01 2 : Wk 는 l 개의 30-bit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음. 

dnib = 102 : wk 는 2 개의 15-bit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음. 

dnib = 11 2 : Wk 는 3 개의 10-bit 데이터를 저 장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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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 = 11 2 : Wk 의 상위 2-bit 인 dnib 을 참조. 

dnib = 002 : Wk 는 5 개의 6-bit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음. 

dnib = 01 2 : Wk 는 6 개의 5-bit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음. 

dnib = 102 : Wk 는 7 개의 4-bit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음. 

그림 C-2 은 ck 와 dnib 에 따른 ck 의 구조를 도식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Steim2 는 최대 6.74 배의 압축이 가능하고 Steiml 보다는 약 1.8 배 정도 압축률이 높 

다. 일반적인 경우 대략적으로 6.07 배 정도의 압축이 가능하고 이경우 Steim 1 은 3.67 

배 정도이므로 Steiml 에 비해 약 1.65 배 정도 압죽률이 높게 나타난다. 

Steiml 과 Steim2 는 지진 자료에서 있어서 뛰어난 압축률을 자랑하고 있지만 주변 

에 잡음이 섬한 경우와 지진 현상이 빈번한 경우는 압축 기법상 압축률이 다소 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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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CSS 3.0 구조 

제 I 절 개요 

지진 분야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지도 이제 20 년 가까이 되어간다. 최 

초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적용은 1980 년대 초에 Linco\n 연구소의 Lawrence Berke\ey 

Laboratory 와 Oiscrimination Group 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후 이 작업은 1982-83 사이에 

Center for Seismic Studies 에 S-Cubed 스템에 의해 계속 진행되어 1983 년 말경에 일반 

사용자를 위한 CSS v2.6 을 발표하면서 연구가 절정에 달했다 1984 년 약간의 수정과 

테스트를 거쳐 v2.7 이 발표되었다. 이 초기 버전은 원거리 지진데이터와 테이프 작 

업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1987 년 지능적 배열 시스템(Intelligent Array System, IAS)을 위한 v2.8 이 설계되었고 

이 버전에서는 실시간에 가까운 처 èl (Near Rea\-Time)를 지원하며 embedded SQL 을 

위한 고려도 추가되었다. 

1989 년에는 near rea\-time 부터 off-\ine 이르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더불어 원 

거리 지진데이터와 지역 지진데이터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v2.9 가 발표되었고 이어 

서 완성도가 높아지자 v3.0 으로 불리게 되었다. 

제 2 절 데이터베이스 구조 

CSS 3.0 은 21 개의 핵심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 이를 세분하면 II 개의 주테이블과 

10 개의 참조테이블로 나눌 수 있다.ll 개의 주테이블은 빈번한 갱신이 일어나는데 

자동처리와 대화형 처리들을 지원하고， 중간 결과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10 개의 참조테이블은 지진계의 환경 등이 바뀔 때에만 갱신이 일어나고 자료 처리 

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표 0-1 은 21 개의 핵심 테이블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고 이 테이블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 

도착시간 

이벤트， 진앙지， 도착시간과의 관계 

규모 정보 

지진계 설치 정보 

파형 데이터의 위치 

테이블 관계 정보 

관리 데이터 

그림 0-1 과 0-2 는 주테이블들과 참조 테이블들의 ERO 이다. 



Table Description 

Affiliation 관측소와 관측망간의 관계 정보 

Arrival 지진파 도착 시간에 대한 정보 

Assoc 도착시간과 진앙지와의 관계 

Event 이벤E 인식 정보 

Gregion 지리적 위치 정보 

Instrument 각종 기계의 특성 정보 

Lastid 최종 엑세〈 정보 

Netmag 관측망의 지진 규모 정보 

Network 지진 네 E 원 정보 

Origerr 지진발생관련에러 

Origin 진앙지 관련 정보 

Remark 비고 

Sensor 센서에 관련한 정보 

Site 관측소의 위치 정보 

Sitechan 관측소와 지진계의 채널 정보 

Sregion 지진영역 

Stamag 관측소의 지진 규모 정보 

Stassoc 도착 시간과 이벤트와의 관계 정보 

Wfdisc 파형 파일의 디〈크 정보 

Wftag 파형 파일의 매핑 정보 

Wftape 파형 파일의 테이효 정보 

표 D-l CSS3.0 테이블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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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Introducing KEMS 

What Is This Manual’s scope? 

이 매뉴얼은 KEMS 에 대한 운영 매뉴얼이다. 

특히 이 문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원자 

력발전소 내 지진 감시망과 한국전력연구원에서 섣치，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진 감사망을 연계하여 운영되는 한국원자력안 

전기술원의 시스템 하드웨어 사양과 소프트왜어 기능등에 대한 운영 

매뉴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실정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KEMS 에서 사용되는 많은 상용 소프트웨어나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 

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이러한 내용은 해당 소프트왜어의 매뉴얼 

을 참조해야 한다. 

What Is KEMS? 

www.oroware.co.kr 

Korea Earthquake Monitoring System (KEMS) 는 대 한민 국 주 변 의 지 진 에 

대한 실시간 감시망 구축을 위해 미국 SAIC 사의 Earthquake 

Monitoring System(EMS)를 도입 하여 대 한민국의 설 정 에 맞게 최 적 화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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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arthquake Monitoring System 

본래의 KEMS 는 Array 데이터와 3 성분 지진 데이터를 수집하여 한반도 

주변과 원거리 지진을 자동으로 분석， 통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원자력안 

전기술원에 설치된 KEMS 는 강지진동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체계화 그리고 그의 

분석에 

www.proware.co.kr 

주안점이 맞추어 설계 벚 섣치되었다. 

KEMS 는 실시간 지진감시 및 지진 데이터의 저장 및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으모서 다음과 같은 가능을 갖는다. 

Real time data monitoring 

KEMS 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한국전력연구원 

의 지진가속도 자료와 DSS 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지 원한다. ([그림 1-1]의 A 부분) 

Seismic data acquisition 

KEMS 는 한국자원연구소의 자동 지진분석시스템의 결과를 전자 

메일로 

구원의 

간대의 

수선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관측소와 한국전력연 

관측소， 그리고 한국자원연구소의 관측소로부터 해당 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가능을 갖는다. 특히 현재의 시스템은 

이더넷기반의 TCP/IP 를 통한 준설시간 데이터 수집과 모템을 경 

우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럼 1-1]의 B 부분) 

Relational data management 
이벤트발생시 자동으로 수집된 

묶어서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지진 자료를 관련 정보와 하나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지원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 

동일 이벤트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도 분석할 

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2 
」 경로로 수집된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림 1-1]의 D 부분) 

Data converting 
수집된 데이터를 여러 경로를 통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 

가 위해 mini-SEED, ASCII , WFDISC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변환 

저장하는 가능을 갖고 있다 .. ([그림 1 -)]의 D 부분) 

Interactive data analysis 

수집된 지진 가속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12_λ} 
"- --, 도 

Chapter )- 2 



Korea Eartlrquake Monitoring System 

구를 지원한다. 특히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읽어오 

거나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1-1]의 C 부분) 

위에 열거한 기능은 KEMS 의 기능을 크게 대별한 기능으로서 이를 

보다 상세하게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도식화하면 I그림 1-

n로 표시될 수 있다. 

Seismic Data Acquisition 

www.proware.co.kr 

[그럼 1- 1]에서 B 부분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이다. 

KEMS 의 데이터 수집원은 현재 다음의 세가지이다. 

첫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설치， 운영 중인 관측소 

둘째， 한국전력연구원에서 설치， 운영 중인 관측소 

셋째，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설치， 운영 중인 관측소 

그리고 데이터 수집은 다음의 세가지 경로를 갖는다. 

첫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관측소로부터 모템을 통한 데이터 수집 

둘째， 한국전력연구원의 분석 시스템에 데이터를 요청하여 수집 

셋째， 한국자원연구소의 분석 시스템에 데이터를 요청하여 수집 

데이터 수집은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우선 데이터 수집의 대상 시간 (이벤트의 Origin time)은 실시간으로 지진 

데이터를 수집하여 자동분석하고 있는 한국자원연구소의 자동 분석 시스 

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다. 자원연구소의 분석 시스템은 이벤트로 판 

단한 시간대와 정보를 전자 메일 형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스템 

으로 보내게 설정되어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스템에서 이벤트 

메일의 수선을 감지하면 그 메일을 특정 디렉토리에 저장하고 그 파일로 

부터 이벤트 발생 시간을 획득하여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다.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의 관측소에 대해서는 직접 모템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른 두 기관의 데이터는 각 기관의 시스템에 요청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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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time data monitoring 

[그림 1-1 ]의 A 부분은 지진 가속도 데이터의 모니터링 부분이다. 

이 부분은 지 진 가속도 자료의 

링으모 나쉰다. 현재 실시간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과 DSS 자료의 모니터 

수집하고 있지 않는 원자력얀 

설시간으모 데이터를 받아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스템 

구동되고 있으며 전력연구원에 

전기술원에서 전력면구원의 시스템으로부터 

지진 가속도 자료를 모니터렁한다. 이를 위해 

에 실시간 데이터 수신용 서버프로그램이 

서는 이 프로그램과 통신하며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직접 DSS 데이터를 전송 받 있다. 또한 전력 연구원의 각 관측소로부터 

아 이를 모니터링한다. 

Relational data management 

[그럼 1- 1]에서 D 부분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이다. 

이벤트 발생시 각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 

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 각 기관과 관측소 

토부터 Steim-2 로 압축된 mini-SEED 포뱃으로 수신되는 데이터를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하는데 이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정보는 CSS3.0 포뱃 

으로 조직되어 헤더부분은 wfdisc 테이블에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실 데 

이터는 *.w 라는 웨이브 파일로 저장된다 데이터베이스를 경우하면 어떤 

특정한 이벤트의 *.w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 

최초의 

청 시 

데이터 입력뿐 아니라 수동 분석， 기타 여러 

데이터베이스시스템으로 상용 2-d. o tl 

이 사용되고 

관리하는 

있다. 

응용프로그램의 요 

소프트례어인 Oracle 

Data converting 

www.prowarc.co.kr 

I그림 

다 

1-1 ]의 D 부분의 01 님 느二 까‘ A1 두] 
근←r '-- , '8 • j 데이터의 포뱃을 변경하는 부분이 

튜히 안잔가술원의 시스템은 지진가속도 자료에 대한 분석을 주된 목적으 

포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mini-SEED, ASCII , WFDISC 등의 형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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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자신 

수 있다. 

는
 
할
 

하
 
석
 

뿔
 분 

한다. 데이터를 

통하여 데이터를 

로 데이터를 변환하여 체계화 

에게 가장 숙달된 분석 도구를 

01 조二 
〈λ L一파일로 조직화되어 

Interactive data analysis 
I그림 1-1]의 C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나 외부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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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Hardware and Software 

Hardware requirements 

원래의 EMS 는 총 5 대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구성은 설치되는 곳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 

이라 하겠다.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섣치되어 있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W'orkstation 1 
• Model : SUN Ultra 60 
• 300 MHz Ultra SPARC- II Processor 
• 2 MB Extemal Cache 
• 512 MB Main Memory 
• 9.1GB 7200 RPM Interval Ultra F/W SCSI-2 HDD 2EA. 
• 18 GB 7200 RPM Interval Ultra F/W SCSI-2 HDD 2EA. 
• 40MB/sec Ultra SCSI-3 Interface 
• 1011 00 Base-T Fast Ethemet, Auto-Sensing 
• Two UPA Slots / Four Full PCI Slots 
• Two Serial / One Parallel Port 
• 16Bit Audio Port(8-48KHz) 
• One M II Connector / One TPE Connector 
• 12X Interval SCSI CD-ROM Driver 
• 1.4MB FDD, Manua1 Eject(Standard) 
• Video Connector Adapter 13W3F to HDI5M 
• Creator 3D Series 3, 24Bit Color Accelerated 3D Graphics 
• 20 inch Color Monitor 
• 12-24 GB 4mm DDS-3 Tape Drive 
• Korean Country Kit 
• Additional Graphic Adapter 1 same as above 
• 20 inch Color Monitor connected to Additional Graphic Adapter 

[표 1] KEMS Workstation 1 

ww、w.ν.oro\、wa하re응.co.kr Chapter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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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tation 2 
• Model : SUN Ultra 60 
• 450 MHz Ultra SPARC-l ii Processor 

256 KB Level II Extemal Cache 
512 MB Main Memory( 512 MB 까지 확장 가능) 
Onboard PGX Graphics, 2MB Video RAM ( 1280 x 1024) 
18 GB IDE HDD 2EA 
3PCI Slots (2 long, 1 short), 32 Bit, 33 MHz 
2 Serial Ports 
Async/Sync RS423 A1RS232A, DB25 Type 
Async RS423A, DB9 type 
1011 00 Base-T Fast Ethemet, Auto-Sensing 
1.4MB FDD, Manual Eject(Standard) 
24X IDE Intemal CD-ROM Driver 
Video Connector Adapter 13W3F to HD15M 
20 inch Color Monitor 
12-24 GB 4mm DDS-3 Tape Drive 
Korean Country Kit 
Additional Graphic Adapter 1 same as above 
20 inch Color Monitor connected to Additional Graphic Adapter 

-----------------

I표 2] KEMS Workstation 2 

WOrkstation 3 
• CPU : Intel Pentium 3001이Hz (L2 Cache 512 KB) 
• Mainboard : Intel440BX chip 탑 재 ( 100 MHz Extemal Bus supported) 
• Main Memory: 128 MB SDRAM (100MHz Bus 지 원 10ns) 
• HDD : 4.3 GB EIDE 
• VGA : WinX Pro AGP or Blitz 3D 2200 ( 4MB SDRAM) 
• 10 BASE-T PCI LAN Adapter 
• Sound Blaster A WE64 Gold with 80W Speaker 
• 17 inch Color Monitor (1280x 1024) 
• 32X CD-ROM IDE Drive 
• CD-Recorder ( TEAC CD-R55S) with SCSI controller 

[표 3] KEMS Worksta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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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requirements 
있는 소프트왜어는 다음 표와 같다. 

--------------

열거한 하드웨어상에 설치되어 

2EA 

위에 

Third Party Software 
• Solaris Operating System V2.6 
• Sparc Works Professional C 
• SparcWorks Professional Fortran 
• Oracle DBMS V8.1 8 User License 

- Server 
- SQL *Plus 
- SQL *Net 

Tuxedo TP Monitor, 10 User 
GMTV3.0 
Ghostscripts!GhostView 
JDK 1.2 
Perl V5.0 
Fvwm 
Emacs 
Tcsh 
SAIC EMS 
proCronEms 
proGetMs 
proGetWf.kepri 
prolmportData 
etc 

proGetWf.kins 

[표 4] KEMS Software List 

갚
 

구
 

2-2]와 같은 

Hardware and Software configuration 
2-1]과 [그림 [그림 소프트혜어는 상기한 하드웨어와 

연결되어 있다. 

Third party Software description 
Operating System Software 

각 시스템은 Solaris Version 2.6 Operating System 과 x-윈도우 기반 

의 CDE( Common Desktop Environment)가 설 치 되 어 있 다. 설 치 와 

유용한 문서를 포함하고 함께 제공되는 CD-ROM 에는 여러가지 

있다. 

데 이 터 저 장용에 는 Red-Hat Linux 배 포판 6.2 , Linux Kenel 2.2 .3 

이 섣치되어 있다. 

Chapter 2-3 www.prowar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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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 

KEMS 는 ORACLE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반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스기마는 CSS (center 

for Seismic Studies) V3.0 을 기 본으로 하고 있으며 EMS 의 운영 

을 위해 확장되어 설계， 운용되고 있다.동시 8 명의 사용자를 지 

원하며 ORACLE 에서 제공하는 SqlNet 에 의해 원거리 접속을 

지원하고 Sqlplus 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ORACLE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많은 내용은 함께 제공된 

ORACLE 매뉴열에 담겨있다-

Tuxedo 

KEMS 의 수동 분석 시스템의 메시지 전달과 Queue 관리를 담당 

하고 있는 중요한 소프트워1 어로서 시스템 내부의 각 어플라케이 

션과의 통신과 통신 시 주고받는 데이터의 보관 맞 전달 역할을 

맡는다. 

Tuxedo 역시 매뉴얼이 함께 제공된다. 

GMT (Generic Mapping Tool- Wessel and Smith, 1991) 

지도의 생성 빚 그래픽 확장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고 KEMS 

의 지도 생성 부분을 지원한다. 

JDK (Java Development Kit Version 1.2) 

자바 개발 도구로서 자바 컴파이러， 자바 디버거 툴， 자바 해석 

가등이 포함되어 있다. 

KEMS Software description 

www.prowarc.co.kr 

checkEvent 

자원연구소의 자동 분석시스템으로부터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전자 메일 형태로 전달되는데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메일을 확인 

하여 만약 메일이 있으면 해당 메일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다. 

Splitmailfile.exe 

checkEvent 에서 메일의 존재를 감지하면 실행되는 프로그램으 

쿄써 하1 당 account 의 메일을 특정 디렉토리에 저장하고 그 파일 

Chapter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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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프로그램 별로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 을 분석하여 각 메일 

메일은 전달되는 

Ivar/mail/chkevent 라는 파일에 쌓이게 되는데 ( chkevent 라는 사용 

자의 우편함이라고 부른다) 이를 특정 디렉토리로 copy 해서 

파일을 분석， 각 이벤트별로 하나씩의 파일을 만들어 유일한 파 

일 이름을 부여하여 저장한다. 

~ 

사용자에게 라
 

c이hkeve밍nt 
:= 
--, 이다. 

하나씩 읽어서 

특정 디렉토리에 

만들어주고 

으E
 꾀

캔
 
해
 

-
줄
 

-
주
 

으E
 

만
 

소
 

요
 

요
 

주
’
 

놓은 이벤트별 

getSEEDData 

splitmailfile.exe 가 만들어 

각 이벤트의 지진원의 

기준으로 ems r:~c 
-'-하나씩 파일을 tIme Origin 

준다. account 가 작업 할 수 있는 임시 이벤트 리스트를 만들어 

프로그램으로써 

각 

proCronEms 

시간 간격으로 계속 수행되는 

가 만들어 놓은 임시 아벤트리스트를 

origin time 별로， 그리고 각 기관별모 지진데이터를 수집하는 프 

로그램을 구통한다. 

보고 

일정한 

getSEEDData 

역사 

proGetMs 

proCronEms 로부터 특정 이벤트에 대한 origin time 을 받아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관측소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변환하는 기능 

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proData ToAsc.remote 

특정 이벤트에 대한 origin time 을 받아서 

연구원의 관측소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다. 

proCronEms 로부터 

전력 

proη0이1m매pOI야rtData 

수집한 전력연구원 관즉소의 자 통해 proDataToAsc.remote 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지 진 데 이 터 prolmportData 가 입 력 

자료 - 중에서 

변환하여 

료를 데이터베이스에 

proGetWf.kepri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의 

추출하여 

데이 

디렉토리에 저 

관측소 KEPRI 의 

토프 A~ 
• 1 0 CSS3.0 포뱃으로 터를 

Chapter 2-5 www.prow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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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프로그램이다. 

proGetWf.kins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지진 데이터 - proImportData 가 입력 

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중에서 KINS 의 관측소 데이터 

를 추출하여 CSS3.0 포뱃으로 변환하여 특정 디렉토리에 저장 

하는 프로그램이다. 

SpectraPlot 

ARS 

spectruam 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필터와 옵션을 

갖는 프모그램이다. 

ARS 에서 호출되어 사용된다. 

지진 데이터의 대화식 수동 분석 도구로서 지진데이타의 표시 

와 여러가지 분석 도구들을 포괄하는 대단히 광범위한 풀이다. 

이는 한 권의 매뉴얼이 제공된다. 

CDView 

실시간 데이터 감시를 위한 응용프로그램이다. 실시간으로 현 

재의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고 현재의 네트원상태를 알 수 있 

다. 

proDSS 

미 국 Quanterra 사의 Q-series 기 록계 에 서 보내 주는 DSS (Data 

Description Service) 자료를 받아서 그를 처 리 하고 지 도상에 원 

으로 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recvQBdata 

KEPRI 관측소로부터 실시간으모 지진 가속도 자료를 전달 받 

는 서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KEPRI 측에사 sendQBdata.kins 를 수행하면 데 

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한다. 

pro_sh2cf 

recvQBdata 는 데이터를 수산하여 shared memory 에 저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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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를 읽 어 서 CDView 가 활용할 수 있도록 Circular File 형 

태로 저장하는 프로그램이다. 

KEMS 에는 기타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구동 되고 있다. 

Chapter 2-7 



Software Modules 

EMS binaries 

EMS config files 

ORACLEDBMS 

TUXEDO Server 

ARS/ARS Tools 

MAP 

κ1ail Checker 

recvQBdata 

pro_sh2cf 

proDSS 

geoTool 

Data Archive 

CD-Writer 

www.proware.co.kr 

Host Information 

kinssrv 

SUN Ultra 60 

512MB RAM 

36 GB Disk 

4mm DDS-3 Tape Drive 

I solaris V2.6 

| | kiIlsauto 

SUN Ultra 60 

512 MB RAM 

36 GB Disk 

solaris V2.6 

kinsgong 

Intel Pentium 300MHz 

512 MB SDRAM 

16GB HDD 

CD-Writer 

Rεd Hat 6.2 

Korea Earthquake Monitoring System 

1특킹 

4mm OAT 
210.98.12.XX 

SUN Ultra 60 
18G Exlernal 

210.98.12.XX 

Pentinum 3 
꿇룡 
CO-WTlter 

210.98.12.XX 

I그 램 2-1] KEMS Configuration 

Chapter2 



-
-
-
ω
a

∞
:
〕

=
。
;
며
」
그
뼈
T
}
=
。

n〕
잉
여
능
￡
。ω
m
흐
따
i
{
N，N
 
땐
며
]
 

섭[웰 
D 

E 
。E 
m 
」

Q m 
<

。• 
ι
 
m 
。
。
」a 

(웰 
란
 

「
맏N짧N값
 

g

‘
잉
얻
응
‘
 

‘
‘
걷
는
‘
‘

ξ
。
‘
강
i
g
a
e
ξ
‘
‘S
녀
 g
N
‘
。
역
 

램
 
잖
랜
 

램
 
많
폈
 

띠 
ÚJ 、
úJ iu 
。(

。 ÚJ
」 … 
Qδ 

」
i
.。
u
·
p」
여
능R
g
g
 흐흐
늦
 





Chapter 3 

System Configuration 

Overview 

KEMS 의 설정에 대한 이해는 UNIX 의 mount 와 automount 그리고 각 

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Automount Overview 

wwW.oroware.co.kr 

automount 는 UNIX 시스템의 automountd 라는 deamon 에 의해 수행되 

는데 다른 시스템에서 사용을 허가해준 디렉토리에 대해서 자동으로 

mount 해 주는 개념이다. 만약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umount 시카고 또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시도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mount 시킨다. 

SUN Sparc 에 서 는 /etc/auto master 를 시 작점 으로 automount 에 대 한 설 

정을 한다. 물론 서로 디렉토리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스템에서 

해당 디렉토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이에 대한 설정은 

/etc/dfs 아래 다음 세 개의 파일로 설정한다. 

dfstab 

fstypes 

sharetab 

보다 상세 한 내 용은 UNIX 의 man pages 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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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MS Aufomounf 

KEMS 는 kinsauto 와 kinssrv 시스템의 많은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각 시스템에 섣정하고 automount 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애 대한 섣정 파일은 /etc/auto* 로 지정되어 있다. 

automountd 가 참조하는 최 초의 파일은 /etc/auto master 이 고 auto master 로 

부터 모든 auto* 파일 들이 참조 된 다-

/etc/auto master 파일 이 다-

# Master map for automounter 

# 

+auto master 

-nosuid ，nobrowsε 

auto home 

auto data 

auto_opt 

왼쪽이 마운트 포인트이고 우측은 automountd 이 사용하는 auto 설정 파일 

이다. 

/etc/auto home 파일 이 다 

# Ihome directory map for automounter 

# 

# EMS-automount 

# EMS-automount 

kinssrv:/ user /tuxedo # EMS-automount 

때
 
m 

셔
A
 
니
띠
 

rl 

rl 

m 

뼈
 

JJ 

J
“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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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 

LK 

# EMS-automount 

# EMS-automount 

# EMS-auto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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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의 왼쪽 원은 논리적인 마운트 포인트이고 우측 원의 내용은 물리적 

인 디렉토리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etc/auto data 파일 이 다. 

# /data directory map for automounter 

# 

+auto data 

cds 

dloops 

beams 

logs 

W미1 

wfm2 

oradatal 

oradata2 

oraback 

archive 

emsauto:/export/datalcds 

emsauto:/export/dataldloops 

emsauto:/ export/ data!beams 

emssrv:/export/datallogs 

emssrv:/export/datalwfm 

emssrv:/ export/ datalwfm2 

emssrv:/export/dataloradata 1 

emssrv:/ export/ datal oradata2 

emssrv:/export/dataloraback 

emsgong:/export/datalarchive 

# EMS-automount 

# EMS-automount 

# EMS-automount 

# EMS-automount 

# EMS-automount 

# EMS-automount 

# EMS-automount 

# EMS-automount 

# EMS-automount 

# EMS-automount 

/etc/auto_opt 파 일 이 다. 

# /opt directory map for automounter 

# 

+auto_opt 

cds 

ems 

public 

maps 

oracle 

tuxedo 

SUNWspro 

NSCPcom 

hpnp 

bin 

SUNWits 

SUNWleo 

SUNWrtvc 

kinsauto:/export/opt/cds2.0 # EMS-automount 

kinssrv:/export/optlems2.0 # EMS-automount 

kinssrv:/export/optlpublic2.0 # EMS-automount 

kinssrv:/export/optlmaps # EMS-automount 

kinssrv:/export/optlorcale # EMS-automount 

kinssrv:/export/optl/tuxedo # EMS-automount 

kinssrv:/export/optlSUNWspro # EMS-automount 

kinssrv:/export/opνNSCPcom # EMS-automount 

kinssrv:/export/op이lpnp 

kinssrv:/export/optlbin # EMS-automount 

$HOST:/export/optlSUNWits # EMS-automount 

$HOST:lexport/opt/SUNWleo # EMS-automount 

$HOST: /export/optl SUNWrtvc# EMS-auto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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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Wtcx $HOST:/export!opt/SUNWtcx # EMS-automount 

위에서 알 수 있듯이 KEMS 는 /home, /data, /opt 를 서로 공유하며 

automount 하여 사용한다. 이 세 개의 디렉토리가 매우 중요한 디렉토라이 

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 장의 후반부에 진행한다. 

User Account 

File System 

www.proware.co.kr 

KEMS 는 kinsauto, kinssrv, kinsgong 모두 다 똑같은 사용자를 사용한다. 

KEMS 의 사용자는 다음 표와 같다. 

Account Description 
ems KEMS 전반에 대한 사용자 
auto 자동 분석 사용자 
analyst 수동 분석 사용자 
oracle ORACLE 데이테베이〈 사용자 
tuxedo TUXEDO 사용자 
demo 테 λ트용 사용자 

KEMS 익 가장 중요한 디 렉 토라 인 /opt/ems 와 /opt/cds 그라 고 /data 디 렉 

토리와 /var/tuxedo 디렉토리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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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ems 디 렉토리의 파일 시스댐 

/opt/ems 
1--- bin 자동 분석에서 활용하는 여러 응용 프로그램의 실제 바이너리 파일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 config 자동 분석에 대한 설정 디렉토리이다. 매우 중요한 디렉토리이다. 

1--- app_config 자동 분석 응용 프토그램에 대한 설정 디렉토리이다. 

1--- DFX 자동 분석의 최초의 단계인 이벤트 감지 프로그램인 DFX 에 대한 설정 디렉토리이다. 
1--- amp Amplitude 
1--- amp3c 3-components Amplitude 
1--- beam 

1--- detection 
1--- originbeam 

1--- det 
1--- fk 

1--- fkgrid 
1--- hydro 
1--- ons 
1--- polar 
1--- qc 
1--- scheme Scheme 언어로 된 DFX 용 프로그램이 모인 디렉토리이다. 
1--- ti 

1--- archive 데이터 archive 에 대한 설정 디렉토리이다. 
1--- BullArchive 

1--- cron 
1--- scheme 

1--- DailyArchive 
1--- cron 
1--- scheme 
1--- scripts 

1--- GetSeg 특정한 시간 간격의 데이터를 지진계르부터 획득，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프로그램 
1. 1--- LoadWfdisc CD 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로드하여 재 분석하려 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설정 

1--- scheme 

www.proware.co.kr Chapter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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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rgelnterval 
1--- cron 
1--- scheme 

1--- wseg 
1--- automatic 자동 분석용 응용 프토그램애 대한 섣정 디렉토리이다. 

1--- EvLoc 이벤트 로케이션에 대한 션정 디 렉토리 

1--- EvTrace 
1--- EventNotifier 이벤트 감지시 이를 Alert 하는 프로그램의 섣정 디렉토리 
1--- GA Association 션정 
1--- GAassoc 
1--- GAconflict confl ict 섣정 디 렉토바 
1--- GAcons 그리드 파일 생성에 대한 섣정 디 렉토리 

1--- MakeAlert 지진 통보용 자료를 만드는 프로그램의 섣정 디렉토리 

1--- scheme 
1--- PhaseGroup 

1--- scheme 
1--- StaPro 
1--- WaveRequest 

Korea Earthquake Monitoring System 

1--- continuous_data 연속 데이터 저장용 디스크 루프를 만드는 프로그램의 섣정 디 렉토리 
1--- Mkloop 
1--- Un빠{loop 

--- distributed KEMS 의 파이프 라인에 대한 설정 디 렉토리 
1--- WorkFlow 
1--- dbserver 
1--- dman 
1--- scheduler 
1--- tis 
1--- tuxshell 중요한 Tuxedo 에 대한 설정 디 렉토리 

1--- detpro 
1--- interactive 
1--- sell 

--- lnteractlve 수동 분석을 위한 섣정 디렉토리 

Chapter 3- 6 



1--- ARS 
1--- Map 
1--- XfkDisplay 

1--- arrays 
1--- recipes 

1--- geotool 
1--- Xll 
1--- tables 

1--- messages 
1--- GSEßu 11 

1--- misc 
1--- delete_beams 
1--- dumptable 
1--- loadtable 

--- earth_specs 자동 분석시 사용하는 여러 정보애 대한 디렉토리 
1--- GA 

1--- create 
1--- MAG 진도 결정시 필요한 여러 정보 

1--- atten 
1--- global 
1--- mdf 
1--- tlsf 

1--- SASC 
1--- STAPRO 

1--- ipnnwts.dir 
1--- TT Traval Time 에 대한 정보 

1--- IGN+iasp91 
1--- Ell ip 

1--- Korea+iasp91 
1--- LP 
1--- Test 
1--- canary 

www.prow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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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cripts 
1--- bin 
1--- 1 ib 

1--- sql 

1--- 1 i b 
1--- scheme 

1--- iasp91 
1--- Ell ip 
1--- SSSC 

1--- models 
1--- Test 
1--- korea 

1--- vmsf 
1--- station_specs 

1--- rsp 
1--- IGNN 
1--- KEPRI 
1--- rsp_IGN2 

1--- system_specs 
1--- tux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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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스템에 대한 기본 섣정 디렉토리 

거의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여러 설행 읍션을 갖는데 이를 지윈하기 위한 디렉토리 

데이터 베이스관련 여러 sql 문장이 저장되어 01 ,= 
λλ 」 디렉토리 

1--- accounts 
1--- backup 
1--- ctl 
1--- dat Cl 

1--- dat Cl bCl ses 
1--- cxport 

1--- dbCl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용 

1--- ddl dCl ta define language 
1--- index 
1--- t Cl ble 

1--- inscrt 
1--- instance 

Chapter 3- 8 ”이V 、I'.prowarc.co.kr 



1--- CREATE 
1--- INITFILES 
1--- PROCEDURES 
1--- RCD 
1--- SQLNet 

1--- ops 각종 유용한 sql 문을 담고 있는 디렉토리 
1--- scripts 
1--- storage 

1--- idc 
1--- table_groups 

/opt/cds 디렉토리의 파일 시스템 

bin 
config 

연속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의 바이너리 파일의 디렉토리 
띤속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설정 디렉토리. 매우 중요한 디렉토리이다. 

1--- java 

app_config 
1--- continuous_data 

1--- AlphaForwarder 
1--- AlphaSend 
1--- CDView 
1--- ConnMan 
1--- DLMan 
1--- QuickLook 
1--- ct2alpha 
1--- data_buffer 
1--- data_handler 

--- system_specs 
1--- env 

1--- bin 

www.proware.co.kr 

각종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 

자바 디렉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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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디 렉토리의 파일 시스댐 

데이터 Archive 를 위한 디 렉토리 
수집된 자료가 ASCII 형태로 변환되어 저장되는 디렉토리 
메일 형태의 이벤트 정보가 파일모 저장되는 디렉토리 
각종 수집 프로그램의 로그 파일이 이벤트별모 저장되는 디렉토리 
수집된 mini-SEED 형태의 자료가 각 이벤트별로 저장되는 디렉토리 
수집된 자료가 WFDISC 형태로 변환되어 저장되는 디렉토리 
작업용 임시 디렉토리 

KIGAM 작업용 임시 디 렉토리 
KINS 작업용 임시 디 렉토리 
수집된 mini-SEED 자료가 데이터베이스모 저장될 때 실제 데이터 파일이 저장되는 디렉토리 
하루에 하나 씩 cron-job 에 의해 만들어 지는 토그용 디렉토리 

서
 「

, 분
 

동
 

-( T 시 생기는 여러가지 상황애 대한 로그가 남는 디렉토리 

1--- archive 
1--- ASC 
1--- EVENT 
1--- LOG 
1--- SEED 
1--- WFDISC 
1--- WORK 
1--- WORLKIGAM 
1--- WORLKINS 
1--- wfms 

1--- logs 
1--- 2000331 

1--- BullArchi ve 
1--- DET-KG1 
1--- DET-KG2 
1--- DailyArchive 
1--- GA 
1--- MakeAlert 
1--- Originbeam 
1--- Request 
1--- dacs 
1--- interactive 
1--- tuxshell 

1--- 2000332 
1--- DET-KG1 
1--- DET-KG2 
1--- GA 
1--- MakeAlert 
1--- Originbeam 
1--- Request 

-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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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cs 
1--- interactive 
1--- t uxshe 11 

1--- Archive 
1--- BullArchive 
1--- EventNotifier 

1--- alerLorid 
1--- MakeAlert 
1--- interactive 

1--- tuxshell 
1--- operations 

1--- oraback 데이터배이스 백업을 위한 다렉토리 
1--- kems 

1--- COMPLETE 
1--- explogs 
1--- exports 
1--- logs 

1 --- CUMULA TI VE 
1--- explogs 
1--- exports 
1--- logs 

1--- INCREMENTAL 
1--- oradatal 

1--- kems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데이터 파일 디팩토리 

www.proware.co.kr 

1--- CONTROL 
1--- EMSDATA 
1--- EMSNDX 
1--- REDO 
1--- ROLLBACK 
1--- SYSTEM 
1--- TEMP 
1--- TOOLS 

Korea Earthquake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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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ar/tuxedo 디 렉 토리 의 파 일 시 스 템 (kinssrv) 

Ivar/tuxedo 디 렉토리는 tuxedo 의 설정과 Queue 그라고 그 로그를 위한 디 

렉토리이다 

KEMS20• analysis./QUEUES 는 tuxedo 의 Queue 가 저 장되 어 있다. 

KEMS20 _ analysis ITLOGS 는 tuxedo 의 시스템 로그 파일이 존재한다. 

KEMS20 _ analysis/ULOGS 는 tuxedo 여 러 상항에 대 한 로그 파일 존재 한다. 

KEMS20 _ analysis lappdir 은 tuxedo 의 binary 가 모여 았다. 

KEMS20• analysis Ib in 

KEMS20 _ analysis Iconfig 는 tuxedo 에 대한 설정 파일 들어 있 

다. 이 설정 파일들은 tmloadcf 라는 실행 파일로 컴파일 되어 

tuxedo 에서 사용된다. 

System Backup 

‘v\Vw.prowarc.co.kr 

다음은 KEMS 의 시스템 전체에 대한 백엽 

KEMS 는 크게 세 가지의 백엽을 지원한다. 

시스템 파일 시스템에 대한 백엽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백엽 

지진 데이터에 대한 백엽 

이 장에서 시스템에 대한 백업을 설명하고 

대한 백업 그리고 부록에서 지진 데이터에 

절차이다 

다음 장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을 설명한다. 

KEMS 는 UNIX 시스템의 

시스템을 백엽한다 

전통적인 백엽 시 스템 인 ufsdump 를 사용하여 

있는데 현재 설정된 백엽의 레벨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백업 받은 시점의 레벨을 비교하여 현재의 레벨보다 

레벨을 지정할 수 1111 0-1 01 
--,\cl--1 ufsdump 는 

높은 레벨의 백엽 이후의 변경 사항만 백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자세 한 ufsdump 에 대 한 섣 명 은 UNIX man pages 를 참조하자. 

letc/dump/ems/no _ db _ dump.sh 를 사용하여 ufsdump 를 진 행 한다. 

no• db_dump.sh 의 대상 디렉토라는 emsauto 에 부착되어 있는 테이프 드라 

이버인 /dev/ rmν0 로 백엽하게 된다. 

KEMS 는 kinssrv 의 ems 사용자의 cron-job 에 시 스템 백 엽 이 지 정 되 어 01 
λλ 

다. 

매주 목요일 전체 시스템에 대한 완전 벡엽을 수행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변화된 상황만 백엽하는 방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백엽된 테이프는 UNIX 시스템의 ufsrestore 에 의해 다시 로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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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System Operation 

Scope 
이 문서는 KEMS 의 운영에 관한 문서로서 시스템의 시작과 종료 그 

라고 운영 중의 시스템을 모니터렁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Mapping among logical host names and physical 

host names 
KEMS 는 물리적으로 세대의 워크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러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환경상의 조건에 의해 여러 개의 로지컬한 이 

름으로 불려진다. 아래의 표는 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Logical Function Logical Host Physical Host Oescription 
File server /home FILESERVER Emssrv Local storage of primary file 

system home directory 
Network processing NETPRO Emsauto Access to EMS distribution 

Orc1e c1 ient distribution 
Automatic Tuxedo THOST Emssrv Access to tuxedo distribution 
transaction host 
Automaic Tuxedo QHOST Emssrv Access to tuxedo distribution 
queue host 
Orac1e database host OBSERVER Emssrv Orac1e server distribution 
Continuous data OLHOST Emsauto Waveform data 
Station process STAPRO Emsauto Waveform data 

I표 4-니 Mannin!! lo!!ical host names and nhvsical host n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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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EMS 는 두 대의 workstation 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physical 한 기계가 여러 개의 logical 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두 대의 workstation 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작동한다. 

System Stort Up 

、vww.proware.co.kr

이제 시스템의 전원을 넣는 것부터 시작하여 여러가지 프로세스를 구동 

시치는 과정을 살펴보자. 

모든 시스템의 전원이 껴져있다는 가정 하에 설명한다

Power up for network equipments. 

KEMS 주변의 네트원장비 ( hubs, routers, ups etc ) 와 시스템 주변 

장치 의 ( OOS, extemal harddisk etc) 전원을 공급한다. 

Host power up 

다음의 순서모 정확하게 전원을 넣어야 한다. 

1. 각 시스템의 모니터와 주변 장치애 대해 전원을 공급한 

다. 여기서 주변 장치라 함은 외장형 하드디스크와 테 

이프 드라이버를 말한다. 

2. kinssrv 의 전원을 넣는다. 

3. kinsauto 의 전원을 넣는다. 

2 와 3 의 과정은 서로의 시스템을 찾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무착 오래 걸린다 

2 와 3 의 과정을 시작하면 전통적인 SUN 의 부트 프로세스에 

의해 부팅이 되며 부팅이 완료되면 COE 의 로그인 화면이 디스 

플레이 되게 된다. 

부팅 시 자동으로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etc/rc3.d 디렉토리에 rc.user 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으면 부팅시 자동으로 수행되게 된다. KEMS 는 

/etc/rc3.d/rc.user 라는 스크립트에 의해 몇 가지 프로세스를 부팅 

시 초가화 한다. 

특히 kinssrv 의 Oracle 과 수동 분석 용 tuxedo 는 부팅 시 구동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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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스템 부팅 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각 사용자의 cron

job 이다. 이 cron-job 이란 UNIX 시스템의 crond 라는 데몬이 부 

팅시 시작되어 각 사용자별로 설정된 파일을 참조하여 정해진 

시간마다 한번씩 정해진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유틸리티다. 

각 사용자의 cron-job 은 해 당 사용자로 로그언 하여 

#> crontab -1 하면 볼 수 있다. 

(cron 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UNIX 의 man pages 를 참조) 

현 재 KEMS 의 각 사용자별 cron-jobs 은 다음 표와 같다. 

Host Owner Deamon 
FILESERVER Auto prunequeue 
THOST Purge Tuxedo ULOGS 
NETPRO ems Cronmklog 

CleanIMStables 
runDaily Archive 

DLl Auto Purge Tuxedo ULOGS 
STAPRO Delete beams 
REV Analyst Purge Tuxedo ULOGS 

주기적으로 어떤 특정 디렉토리를 만들거나 로그 파일 지우기 

그리고 데이터 저장등 주기적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정 되어 

있다. 

여기까지 진행 ( 사용자 로그인 화면 ) 되었다면 연속적인 데이 

터를 받을 준비와 수동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이제 실시간 데이터 처리 부분과 이벤트 데이터 처리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Real-Time Wave Data Acquisition 

실시간 지진 가속도 자료 디스플레이는 데이터를 원거리의 

KEPRI 서버로부터 수신하기 때문에 몇 개의 프로그램이 팔용하 

다. 

우선 kinssrv 에 recvQBdata 라는 서버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있어 

야 하며 이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이 

KEPRI 측에서 이 프로그램과 통신하며 데이터를 전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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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QBdata 를 구동시 켜 야 한다 .. 

kinssrv 시 스 템 에 ems 사용자로 로그인 하여 recvQBdata 프로그 

램을 구동한다. 

#>Iogin kinssrv -1 ems 

#> cd /opt/proware/KISSlbin 

#> recvQBdata recvQBdata.cfg & 

#> exit 

만약 수신 데이터의 대상을 변경하고자 할 거 0'-
/6T '"C 

현재는 

있다. 

recvQBdata.cfg 파일의 stachan 항목을 변경 하면 된다. 

KEPRI 관측소의 20 samples 가속도 자료만이 섣정되어 

stachan KRA/BGZ KRA!BGN KRA/BGE KRB/BGZ KRB/BGN 
KRB/BGE YGA/BGZ YGA/BGN YGA/BGE YGB/BGZ YGB/BGN 
YGB/BGE WSA/BGZ WSA!BGN WSA!BGE WSB/BGZ WSB/BGZ 
WSB/BGN WSB/BGE WSC/BGZ WSC/BGN WSC/BGE UJA/BGZ 
UJA/BGN UJA/BGE 

#> ps -ef Igrep recvQBdata 라는 명 령 으로 recvQBdata 가 정 상적 으 

로 구동되었다든 것을 확신하면 KEPRI 에서 sendQBdata.kins 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전송 받으면 된다. 

Real-Time Wave Data Display 

상가한 recvQBdata 라는 프로그램은 TCP/IP 를 통한 통신프로 

그램으로써 KEPRI 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 이를 shared 

memory 에 저장한다. 이 shared memory 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되는데 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pro_sh2cf 라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수행하는 방법은 

쓰게 데이터를 형태로 circular file 다시 

다음과 같다. 

#>Iogin kinssrv -1 ems 

#> cd /opt/proware/KISS/bin 

#> recvQBdata recvQBdata.cfg 

#> pro_sh2cfpar=pro_sh2c f.par & 

#>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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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제 적 인 데 이 터 display 는 java 로 작성 된 CDView 라는 프로 

그램에서 수행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pro_sh2cf 가 만드는 clrc비ar 

file 을 읽어서 이를 화면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CDView 의 수행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Iogin kinssrv -1 ems 

#> cd /opt/proware/CDViewlbin 

#> start PROView 

#> exit 

CDView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부록에서 진행한다. 

DSS Data Display 

미국 Quanterra 사의 Q-series 기록계는 DSS ( Data Subscription 

Service)를 지원하는데 설정 파일에 의해 특정 데이터를 각 기록 

계에 요청하고 기록계에서는 이 데이터를 요청한 곳에 전송하는 

개념으로 작동하는데 현재 KEMS 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MMA 라는 데이터 포뱃을 사용한다. 이 MMA 는 주어진 시간 

간격 동안의 Min, Max, Average 값을 측정 된 시 간과 함께 전송해 

준다. 기록계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데이터를 일정한 형식 

으로 필터렁하고 실시간으로 화변에 display 하게 된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DSS 환경 파일은 다음과 같다. 

/opt/proware/DSS/configuration.dss 

[client] 
name=KINS 
port=40008 
password=$)@/:’= 
reset=120 
retry=30 
d비irecαtory=/opt/proware/DSS/DATA 

logtime=5 

[WSA:40306,Local 4120 System] 
1 =20, 1 ,MMA,5,wsa.bgn,F32, 1 
2=20,1 ,MMA,5, wsa.bge,F32, 1 

[WSB :40307,LocaI4120 System] 
1 =20, 1 ,MMA,5,wsb.bgn,F32, 1 
2=20, I ,MMA,5, wsb.bge,F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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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40308 ,Local 4120 System] 
1 =20 , 1 ,MMA,5,wsc.bgn,F32 , 1 
2二20 ， 1 ,MMA,5,wsc.bge,F32, 1 

[KRA:40302,Local 4120 System] 

1 =20,1 ,MMA,5,kra.bgn,F32 , 1 

2=20,1 ,MMA,5,kra.bge,F32, 1 

[KRB :40303 ,LocaI4120 System] 
1 =20, 1 ,MMA,5,krb.bgn,F32 , 1 
2=20,1 ,MMA,5,krb.bge,F32 , 1 

[YGA:40304,LocaI4120 System] 
1 =20,1 ,MMA,5,yga.bgn,F32, 1 
2=20, I,MMA,5,yga.bge,F32, 1 

[YGB:40305 ,LocaI4120 System] 
1 =20, 1 ,MMA,5,ygb.bgn ,F32 , 1 
2=20,1 ,MMA,5,ygb.bge,F32 , 1 

[UJA:40301 ,LocaI4120 System] 
1 =20, 1 ,MMA,5,uja.bgn,F32 , 1 

2=20,1 ,MMA,5,uja.bge,F32, 1 

이 프로그램의 수행은 다음 단계를 따른다-

첫번째 단계로 데이터를 수신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섣자는. 

#>Iogin kinsauto -1 ems 

#> cd /opt/proware/DSS 

#> loader configuration.dss 

#> exit 

이고 

두번째 단계로 화변에 나타나는 java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절차 

는 다음과 같다 

#>Iogin kinsauto -1 ems 

#> cd /opt/proware/DSS/b in 

#> start DSS 

#>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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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Data Process 

이벤트 자료에 대한 처리는 모두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한번도 전역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KIGAM 의 자동 분석 

시스템으로부터 이벤트 정보가 전자 메일 형태로 chkevent 라는 

account 로 보내지 게 된다. 이 때 chkevent 의 cron 에 매 2 분마다 

한번씩 수행되도록 섣정되어 있는 checkEvent 라는 프로세서가 

메일을 확인하여 이벤트 정보를 Idata/archive/EVENT 라는 디렉토 

리에 파일 형태로 저장한다. 이벤트 데이터 수집 빚 데이터베이 

스에의 입력은 여러가지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된다. 

다음은 Event Data Process 에 대한 리스트이다. 

checkEvent 

splitmailfile.exe 

getSEEDData 

mail2file 

proCronEms 

proGetMs 

pr이mportData 

proGetWf.kepri 

proGetWf. kins 

Interactive Processing Subsystem Start Up 

이미 수동 분석에 대한 준비는 다되어 있으며 (부팅시) 역시 

CDE 의 툴 바에서 ARS 나 기타 다른 아이콘을 선택하면 수동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System Shut Down Process 

www.proware.co.kr 

KEMS 는 24 시간 계속 가동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특별한 이 

유에 의해서 시스템을 정지 시켜야 할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시 

스템을 정리해야 한다. 

시스템의 Shut Down 프로세스는 Start Up 프로세스의 역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Application Shut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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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인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빠져 나온다 

특히 화면에 나타난 모든 프로그램들을 종료 시킨다. 

ARS, DSS, CDView, GeoToo\ 등등 

Data Display Process Shut Down 

1.DSS 와 관련한 \oader 를 정지 시킨다. 

현재의 프로세스 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kill 명령으로 죽인다. 

다음의 과정으로 정지 시킬 수 있다. 

#> \ogin -\ kinsauto ems 

#>ps -ef Igrep \oader 

#> kill process number 

#> exit 

disp\ay 에 관련한 프로세스를 정지시킨다‘ 

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ki lI 명령으로 죽인다. 

가속도 

프로세스 

2. 실시간 지진 

현재의 

다음의 과정으로 정지 시킬 수 있다. 

#> \ogin -\ kinssrv ems 

#>ps -ef Igrep pro _ sh2cf 

#> kill process number 

#>ps -ef Igrep recvQBdata 

#> kill process number 

#> exit 

Interactive Process Shut Down 

부팅 

한다. 

시 자동으로 

이는 다음의 

초기화 되는 수동 분석 시스템을 정지 

할 수 있다. 

시켜야 

순서로 정리 

#>\ogin -\ kinssrv ana\yst 

#>tmshutdown • y 

#>exit 

Event Data Process Shutdown 

현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벤트 자료를 수집하는 프로서l 스들 

이 작동하고 

시켜야 한다. 

0] .Q. ~ 0100 근 
λλ ""- T λλ-←←→ j二 이플 확인하여 프로세스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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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gin -1 kinssrv ems 

#>ps --ef Igrep proCronEms 

#> kill process number 

#>ps --eflgrep proGetMs.new 

#> kill process number 

#>ps --ef Igrep prolmportData 

#> kill process number 

#>ps --eflgrep proGetWf.kins 

#> kill process number 

#>ps --eflgrep proGetWf.kepri 

#> kill process number 

#>exit 

Database Shut Down 

UNIX 에서의 Shut Down 프로세스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나 

ORACLE 데이터베이스는 정확하게 정지시켜야만 한다. 

다음의 순서로 데이터베이스를 정지시킬 수 있다. 

#>Iogin -1 kinssrv oracle 

#>svrmgrl 

>connect intemal 

>shutdown immediate 

>exJt 

#>Isnrctl stop 

#>exit 

Host Power Down 

UNIX 시스템을 정지 시커는 과정이다. 만일 정상적으로 수행하 

지 않고 전원을 차단하면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으므로 다음의 

순서를 밟아 정확하게 정지시켜야 한다. 

#> su root 

#> sync 

#> sync 

#> /Iocal/etc/shutdown -g 120 -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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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X 의 shutdown 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man pages 를 활용해 

야 한다. 

최총적으로 

Ok 가 화면에 보이면 각 시스템의 전원을 자단해도 된다. 

System Monitoring 

ww‘V.pl‘ oware.co.kr 

다음은 KEMS 의 정상적인 실행을 감지할 수 았는 모니터링 방법이다. 

첫째- 시스템 일반에 대한 모니터링 

둘째. 연속적인 데이터 

셋째. 수동 분석에 대한 

수집에 대한 모니터링 

모니터링 

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General Checking for System 

일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은 다음의 명령으로 확인한다. 

1. #>rup 

rup 는 현재 살아있는 모든 호스트뜰을 보여준다. 

2. #>ps --e f 

현재의 프로세스를 볼 수 있다. 

이룹 응용하여 현 시스템의 수행중인 프로세스들을 확인할 

수 있다. 

3. #>df-k 

현재의 파일 시스템의 상황을 볼 수 있다 

어느 한 파티션이라도 95% 정도 사용되고 있다면 여러가지 

방볍으로 디스크를 확보해야 한다. 

기타 

되어 

시스템에서 이상 발생시 root 사용자에게 

있으니 때때로 root 의 메일을 확인 하도록 

Data Acquisition System Checking 

메일 

한다. 

보내도록 

만약 실시간 데이터 수집 ( KEPRI 로부터 가술윈 측으로)에 

순서대로 모니터링을 한다. 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래의 

1. KEPRI 외 통선 라인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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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g -s 210.98.12.11 

2. 통신 라인이 문제 없을 경우 현재의 프로세를 확인한다. 

#> ps -ef Igrep recvQBdata 

#> ps -ef Igrep pro _ sh2cf 

특히 recvQBdata 는 두개가 동작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모 데이터 수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Interactive Analysis System Checking 

ARS 등을 통한 분석 과정 은 모두 tuxedo 에 서 관장한다. tuxedo 

는 두 군데에다 로그 파일을 만든다. 해당 로그를 확인하면 

ARS 등의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var/tuxedoIKEMS20 _ analysis/ULOGS 

/data/logs/todays/tuxshell/ 아래에 각각의 프로세스 별로 로그를 남 

긴다. 

이 파일들을 확인해 보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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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tabase Accounts 

Database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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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MS 는 자동 분석과 수동 분석， 그리고 Map 등의 여러 어플라케이 

션을 지원하는 등 복잡한 작엽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프로 

세스는 그에 필요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KEMS 는 이러한 많은 

데이터의 관리를 ORACLE 데이터베이스라는 상용 프로그램으로 관리 

한다. 

데이터베이스가 채용이 되는 시스템에서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라 

할 지라도 직접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데이터 

에 대한 접근은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은 DBMS 에 의해 관리된 

다. DBMS 는 응용 프로그램의 요청을 처리할 때 마다 요청한 데이터 

베이스 사용자의 권한을 체크하고 그 권한에 합당한 요구에만 응함으 

로써 데이터를 보호한다. 

///r~\\\ 

Application 

\、\'-~
Database file 

[그림 5-1] Database System 

Chapter 5-1 



Korea Ear찌quake Monitoring System 

개념으로 

DBA ( Database administrator )에 의 해 만들어 진 다. 이 렇 게 만들 

어 지는 사용자는 각각의 여랴 

르시져，패커지 

다른 사용자와는 시스템의 UNIX 사용자란 의 ORACLE 

ORACLE 

오브젝트 ( 테이블， 뷰， 시권스， 트리거， 프 

각각의 사용자들은 전체 데이터베 

받거나 제한 받음으로써 서로 유기 

등) 을 만틀 수 있으며 

오브젝트에 대한 권한을 부여 이스의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관련 있는 여러 업무별로 사용자를 만들고 각 사용자는 필요한 여러 

오브젝트를 만들고 서로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만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고 있는 방법은 데이터베이스의 전통적인 업무 설계 의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user 2의 테이를 
user 2는 모든 기능 가능 

user 1 는 조회만 가능 
입력， 수집， 삭제 물가 

방식이다. 

User2 

~ ~ 

~ 님 
/ 

/ 
/ 

/ / 
/ 

/ 
/ 

User1 

~ 

user 1 의 테이을 

user 1 은 모든 기능 가능 
user 2는 조회 만 가능 
입력， 수정， 삭제 불가 

I그 럼 5-2] Database Object and User Permission 

KEMS 는 위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을 잘 적용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 권한은 ORACLE 특히 다콘 사용자에 게 참조의 

는 Synonyms 을 통하여 이루아 진다-

시〈텐으 
1- L1 l-. 데이터베이스 ORACLE 제공된다 매뉴얼이 u 1- 0 

l용 1二r(ORACLE 은 

자체가 무착 위해서는 관리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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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프로그램등의 이수가 필요하다.) 

Summary of Database Accounts. 

Account 

SPECS 

ADMIN 

WFDATA 

AUTO 

ANALYST 

MAP 

REV 

MIGRATlON 

ww、v.prowarc.co.kr

KEMS 의 ORACLE 데이터베이스에는 많은 사용자가 있다. 

다음 표는 KEMS 의 ORACLE 사용자이 다. 

Function Default Index Scheme 
Tablespace Tablespace 

Static tables of station and EMS Usrdatal Usrdatal CSS3.0 + 
specifications Extensions 
Globally accessed administrative tables Usrdatal Usrdatal CSS3.0 + 

Extensions 
Account for waveform data repository Usrdatal Usrdatal CSS3.0 + 

Extensions 
Data reposit아y for automatic time- Usrdatal Usrdatal CSS3.0 + 
series and network processing results Extensions 
Interactive analysis tables Usrdatal Usrdatal CSS3.0 + 

Extensions 
Support of Map application Usrdatal Usrdatal CSS3.0 + 

Extensions 
Results from Interactive Review of Usrdatal Usrdatal CSS3.0 + 
automatic processing in AUTO Extensions 
Temporary tables used in the data Usrdatal Usrdata1 CSS3.0 + 
migration and archiving processes Extensions 

[표 5-1] Summary of Database Accounts 

SPECS Account 

SPECS 사용자는 KEMS 에서 활용하는 고정적인 정보를 테이플 

로 관리한다. 이 테이블들은 어떤 자동 분석 시스템에 의해서 

갱신되지 않고 관리자에 의해 직접 입력되어야 한다. 

lhome/ems/QworkIDONE 디 렉 토리 에 는 KEMS 의 SPECS 테 이 블에 

입력된 sql 문이 들어 있다. 

다음 표는 SPECS 사용자의 테이블이다. 

Function Tables and views Description 
Station affiliation The station DB set forms the 
database mstrument most basic group of tables that 

sensor are typically used by application 
slte programs when querying for 

slteaux static station data. 

sitechan 
System network These tables are used by the 
Mo이n띠1너itor디ing partlclpatlon system monitoring utilities when 

site address assessmg the status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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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QC dseisgrid applications : AEQ 
dse리ISI띠ndex 

seisgrid 
se밍ISIr띠ndex 

bulletin data beamaux applications : GSEBull 
forbeamaux 
greg lOn 
sreg lOn 
remark 

[ 표 5-2] Tables ofSPECS Accounts 

ADMIN Account 

ADMIN 사용자는 KEMS 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테이 

블로 관리한다. 

다음 표는 ADMIN 사용자의 테이블이다. 

Function Tables and views Description 
schema lastid applications most maJor 
administration na value applications 

problastid 
remark 

system problem 
momtormg problemlog 

problemmail 

[ 표 5-3 ] Tables of ADMIN Accounts 

WFDATA Account 

WFDATA 사용자는 KEMS 의 핵심인 지진 데이터의 수집 빚 

관리한다. 

KEMS 의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이 WFDATA 로 데이터를 요청하 

고 사용한다. 

다음 표는 WFDATA 사용자의 테이블이다. 

Function Tables and views Description 
continuous data alphasite applications: ConnMan, DLMan, 
1mpoπ dlfile Mkloop, UnMkloop 

dlman other tables : lastid, timestamp 
wfaux synonyms affiliation, instrument, 
wfconv sensor, slte, Sltεaux， 

wfdisc sitechan, stanet 

wfproto 
DACS interval applications: tis _ server, dbserver, 

interval record WorkFlow, etc 
t1mestamp other tables : wfdisc 

synonyms : affiliation 

[ 표 5-4 ] Tables of WFDATA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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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Account 

AUTO 사용자는 KEMS 의 자동 분석을 위한 여러 정보를 관리 

한다. 

다음 표는 AUTO 사용자의 테이블이다. 

Function Tables and views Description 
statIon amp3c 빼cations: 

processmg ampdescript other tables : wfdisc 
amplitude synonyms : affiliation, instrument, 
apma sensor, slte, slteaux, 
arrival sitechan 

assoc StaPro 
detection 
origeπ StaPro 
origin StaPro 
stassoc 
wftag 

network assoc GA applications: GA, DFX 
processmg synonyms affiliation, 

assoc _ stapro’ 
ampdescript, 
amplitude, arrival, 
mstrument, 
ongerr _ stapro, 
ongm _ stapro, sensor, 
site, siteaux, sitechan, 
stassoc, wfdisc 

Automatic altert ()rigin applications : GSEBull, interactive 
Bulletin data assoc analysis 

netmag synonyms affiliation, 
ong(!iT ampd야esc야r디ip마t， 

ongm amplitude, arr꺼iva외1， 

parrival greg lOn, mstrument, 
remark sensor, site, slteaux, 
stamag sitechan, sregion 

[ 표 5-5 ] Tables of AUTO Accounts 

REV Account 

REV 사용자는 KEMS 의 자동 분석 (AUTO 사용자)의 결과에 대 

한 재 분석 결과가 저장되어 관리된다. 

다음 표는 REV 사용자의 테이블이다. 

Function Tables and views Description 
REV data amp3c applications GSEBull, ARS, I 

amplitude SpectraPlot, EvLoc, 
apma DFX 
arrival synonyms: affiliatio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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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 ampdescrlPt J 

detection beamaux, gregion, 
discard mstrument, sensor, 
event slte, slteaux, 
fkdisc sitechan, sreg lOn, 
netmag wftag, wfdisc 

ongerr 
ongm 
paπival 

remark 
stamag 

mtεracttve event control applications: ARS,EvLoc 
analysis other tables: REV data tables 

synonyms:affiliation, 
ampdescript, 
greg lOn, mstrument, 
sensor, slte, slteaux, 
sitechan, sregion 

QC allow resid applications : AEQ, rebqc 
other tables : REV data tables 
synonyms : REV data synonyms, 

seisgrid, seisindex, 
dseisgrid, dseisindex 

[ 표 5-6 ] Tables of REV Accounts 

ANALYST Account 

synonym name 
lastid 
na value 
affiliation 
beamaux 
dseisgrid 
dseisindex 
greg lOn 
mstrument 
network 
partlclpatlon 
seisgrid 
seisindεx 

sensor 

www.proware.co.kr 

ANALYST 사용자는 KEMS 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자동 

분석의 결과 (AUTO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를 재 

분석하고 다시 REV 사용자가 관리하는 테이블에 저장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특히 ANALYST 사용자는 자신 스스로의 테 이 블은 가지 지 않고 

모두 다른 사용자가 관리하는 테이블을 참조할 뿐이다. 

다음 표는 ANALYST 가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의 테이를이다. 

account table description 
admin lastid schema maintenance 
admin na value schema maintenance 
specs affiliation ANALYST data, interactive analysis, QC 
specs beamaux ANALYST data 
specs dseisgrid QC 
specs dse히isindex QC 
specs greglon ANALYST data 
specs mstrument ANALYST data, interactive analysis, QC 
specs network conventence 
specs partlclpatIOn conventence 
specs seisgrid QC 
spεcs seisindex QC 
specs sensor ANALYSTdata, 1nteractive analysis, 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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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te specs slte ANALYST data, interactive analysis, QC 
slteaux specs siteaux ANALYST data, interactive analysis, QC 
sitechan specs sitechan ANALY~T data, interactive analysis, QC 
sreg lOn specs sreg lOn ANALYST dat(l, interactive analysis, QC 
wfdisc wfdata wfdisc general 
ampdescript auto amp3c mteractive 
wftag auto wftag mteractive 
in~ amplitude auto amplitude mteractive 
in arrival auto arrival mteractive 
m assoc auto assoc mteractlve 
in event control auto event contol interactive 
m netmag auto netmag mteractive 
m~ongerr auto ongerr interactive 
m ongm auto ongm interactive 
in 뀐arrival auto parrival interactive 
m stamag auto stamag mteractive 
amp3c rev amp3c mteractlVe 
amplitude rev amplitude mteractive 
apma rev apma mteractlve 
arrival rev arrival mteractive 
detection rev detection interactive 
out~amplitude rev amplitude interactive 
out arrival rev arrival mteractive 
out assoc rev assoc mteractive 
out event control rev event control mteractive 
out_netmag rev netmag mteractlve 
out~ongerr rev ongerr mteractive 
out ongm rev ongm mteractlve 
out-.parrival rev ~πival mteractive 
out~stamag rev stamag mteractlVe 

[ 표 5-7] Synonyms of ANALYST Accounts 

MAP Account 

www.proware.co.kr 

MAP 사용자는 KEMS 에서 사용하는 MAP 에서 사용하는 여러 

데이터를 관리한다. 

다음 표는 MAP 사용자의 테이블이다. 

Function Tables and views Description 
Map colordisc applications : Map 

mapcolor 
mapdisc 
mapover 
mappomt 
overlaydisc 

[ 표 5-8 ] Tables of MAP Accounts 

MIGRATION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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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MIGRATION 사용자의 테 이 블이 다. 

Function Tables and views Description 
κ1igration arids to xfer applications : Migrate _ Data 

available dir 
commids to xfer 
day _ arch _interval 
interval 
magids to xfiεr 

orids to xfer 

I 표 5-9 ] Tables of MIGRATION Accounts 

Database Backup 

www.proware.co.kr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백엽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ORACLE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 제공하는 백엽시스템은 

COMPLETE 

CUMULATIVE 

INCREMENTAL 

등의 옵션이 있는데 KEMS 에는 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데이터 백업을 수 

행한다. 

/opt!ems/sqllbackuplbackup.shenv 는 데 이 터 백 업 을 위 한 환경 파일 이 다. 

설제 데이터 백엽은 

/0얘pt/야e잉ms쐐/셔sq띠1/배/새ba야c아k때‘이ωuψpψ/d야b e야xport_b빼ac야ku때p.왜 을 활용한다. 

위의 환경 파일을 살펴보면 각 옵션별 데이터 백업 디렉토리를 확인할 수 

있다. 

KEMS 는 ORACLE 사용자의 권 한으로 cron-job 에 의 해 백 업 을 수 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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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KEMS 논 Oracle 이라는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Oracle 데이터베이스는 수집된 지진 데이터가 저장되고 또 분석될 

여러가지 프로그램으로부터 참조된다. 

01 

때 

KEMS 에서 초기의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테이블들은 아무런 데이터 

를 갖지 않지 만 specs 이 라는 Oracle account 가 관리 하는 몇 개 의 테 이 

블에는 각 관측소의 정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초기에 입력되어야 하는 테이블들은 다음과 같다. 

- slte 

- sitechan 

- sensor 

- mstrument 

- affiliation 

그라고 안전기술원의 초기 데이터는 다음에 나열한 sql 문으로 초기 

화되어 있다. 이후 새로운 관측소나 채널을 추가할 때 참조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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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NS 초기 데이터베이스 - site table 

관측소의 위치정보와 기타 정보가 저장된다. 

rem ======二二二二=============================================二二======

rem KINS SITE information 

rem ============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

insert into site (sta, ondate, offdate, lat, lon, elev, staname, 

statype, refsta, dnorth, deast, Iddate) 

values( ’WSN’, 2000320, -1 , 35.7099, 129.4675 , 0.045 , 

’Strong-Motion Station at WoeISung', ’ss’, ’-’, 0.000, 0.000, sysdate); 

insert into site (sta, ondate, offdate, lat, lon, elev, staname, 

statype, refsta, dnorth, deast, Iddate) 

values( ’KRN’, 2000320, -1 , 35.3255, 129.2993 , 0.0579, 

’Strong-Motion Station at KoRi’, ’ss’, ’-’, 0.000, 0.000, sysdate); 

insert into site (sta, ondate, offdate, lat, lon, elev, staname, 

statype, refsta, dnorth, deast, Iddate) 

values( ’UCN’, 2000320, -1 , 37.0815, 129.3833, 0.056, 

’Strong-Motion Staton at UIChin’, ’ss’, ’-’, 0.000, 0.000, sysdate); 

insert into site (sta, ondate, offdate, lat, lon, elev, staname, 

statype, refsta, dnorth, deast, 1ddate) 

values( ’YGN’, 2000320, -1 , 35 .4039, 126.0769, 0.053 , 

’Strong-Motion Staton at YoungKwang’, ’ss’, ’-’, 0.000, 0.000, sysdate); 

rem ===================二二--二======二=======二=======二===========

rem KEPRI SITE information 

rem =====二二====================================二二二二======二

insert into site (sta, ondate, offdate, lat, lon, elev, staname, 

statype, refsta, dnorth, deast, Iddate) 

values( ’UJA’, 2000320, -1 , 37.0903, 129.3741 , 0.000, 

’Shortperiod station at UIChin’, ’ss’, ’-’, 0.000, 0.000, sysdate); 

insert into site (sta, ondate, offdate, lat, lon, elev, staname, 

statype, refsta, dnorth, deast, Iddate) 

values( ’KRA ’, 2000320, -1 , 35.3233, 129.3078, 0.000, 

’Shortperiod station at KORI A’, ’ss’, ’-’, 0.000, 0.000, sysdate); 

insert into site (sta, ondate, offdate, lat, lon, elev, staname, 

statype, refsta, dnorth, deast, Iddate) 

values( ’KRB ’, 2000320, -1 , 35.2456, 129.2105 , 0.064, 

’Shortperiod station at KORI B’, ’ss’, ’-’, 0.000, 0.000, sys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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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into site (sta, ondate, offdate, lat, lon, elev, staname, 

statype, refsta, 이lorth， deast, Iddate) 

values( ’WSA’, 2000320, -1 , 35.7127, 129.4773, 0.035, 

’Shortperiod station at WalSeong A’, ’ss’, ’-’, 0.000, 0.000, sysdate); 

insert into site (sta, ondate, offdate, lat, lon, elev, staname, 

statype, refsta, dnorth, deast, Iddate) 

values( ’WSB’, 2000320, -1 , 35.6721 , 129.4079, 0.091 , 

’Shortperiod station at WalSeong B’, ’ss’, ’-’, 0.000, 0.000, sysdate); 

insert into site (sta, ondate, offdate, lat, lon, elev, staname, 

statype, refsta, dnorth, deast, Iddate) 

values( ’WSC’, 2000320, -1 , 35.8053, 129.4546, 0.000, 

’Shortperiod station at WalSeong C’, ’ss’, ’-’, 0.000, 0.000, sysdate); 

insert into site (sta, ondate, offdate, lat, lon, elev, staname, 

statype, refsta, dnorth, deast, Iddate) 

values( ’YGA’, 2000320, -1 , 35 .4124, 126.4 186, 0.015, 

’Shortperiod station at YoungKwang A’, ’ss’, ’-’, 0.000, 0.000, sysdate); 

insert into site (sta, ondate, offdate, lat, lon, elev, staname, 

statype, refsta, dnorth, deast, Iddate) 

values( ’YGB’, 2000320, -1 , 35.2877, 126.4385, 0.021 , 

’Shortperiod station at YoungK、"，angB’， ’ss’, ’-’, 0.000, 0.000, sysdate); 

rem=============================================================== 

rem KIGAM SITE information 

rem=========================================================== 

insert into site (sta, ondate, offdate, lat, lon, elev, staname, 

etatype, refsta, dnorth, deast, Iddate) 

values( ’TJN’, 2000320, -1 , 36 .3775, 127.3638, 0.052, 

’Broadband Station at KIGAM, TEAJEON’, ’ss’, ’-’, 0.000, 0.000, sysdate); 

insert into site (sta, ondate, offdate, lat, lon, elev, staname, 

etatype, refsta, dnorth, deast, Iddate) 

values( ’HDB’, 2000320, -1 , 35.7307, 129.4012, 0.1 45, 

’Broadband Borehole at HyoDongRi’, ’ss’, ’-’, 0.000, 0.000, sysdate); 

insert into site (sta, ondate, offdate, lat, lon, elev, staname, 

etatype, refsta, dnorth, deast, Iddate) 

values( ’GKP1 ’, 2000320, -1 , 35.8863, 128.6083, 0.047, 

’Broadband Station at GyungBuk Univ.’, ’ss’, ’-’, 0.000, 0.000, sys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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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into site (sta, ondate, offdate, lat, lon, elev, staname, 

etatype , refsta, dnorth , deast, Iddate) 

values( ’8GD’, 2000320, -1 , 34.1569, 126.5575, 0.006, 

’8roadband Station at BoGil-Do’, ’ss’, ’-’, 0.000, 0.000, sysdate); 

insert into site (sta, ondate, offdate, lat, lon, elev, staname, 

statype, refsta, dnorth, deast, Iddate) 

values( ’KSA’, 2000320, -1 , 38.5926, 128.3538, 0.103 , 

’8roadband Station at Kan-Sung’, ’ss’, ’-’, 0.000, 0.000, sysdate); 

insert into site (sta, ondate, offdate, lat, lon, elev, staname, 

statype, refsta, dnorth, deast, Iddate) 

values( ’SNU’, 2000320, -1 , 37 .4509, 126.9566, 0.106, 

’8roadband Staton at Seoul Nat. Univ.', ’ss’, ’-’, 0.000, 0.000, sysdate); 

KINS 초기 데 이 터 베 이 스 - affiliation table 

관측망의 연관 관계가 저장된다. 

rem =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

rem KINS affiliation information 

rem =====二二二==========二======二======================二二----二======二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lddate) values (’WSN’, ’KINS’,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lddate) values (’WS1애’， ’WSN’,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KRN’, ’KINS’,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KRN ’, ’KRN’,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UCN’, ’KINS ’,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UCN’, ’UCN’,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YGN’, ’KINS’,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lddate) values (’YGN’, ’YGN’, sysdate); 

rem 二二========二=========二=======================二二二=======

rem KIGAM affiliation information 

rem ==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TJN’, ’KINS ’,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TJN’, ’TJN’, sysdatε);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SNU’, ’KINS’,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SNU’, ’SNU’,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ε) values (’GKPl ’, ’KINS ’, sys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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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GKPl ’, ’GKPI ’,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HDB ’, ’KINS ’,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HDB’, ’HDB’,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KSA’, ’KINS’,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KSA’, ’KSA’,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lddate) values (’BGD’, ’KINS’,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BGD’, ’BGD’, sysdate); 

rem===================================================二==========

rem KEPRI affiliation information 

rem==============================================================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UJA’, ’KINS’,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UJA’, ’UJA’,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lddate) values (’KRA’, ’KINS’,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KRA’, ’KRA’,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KRB ’, ’KINS’,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KRB’, ’KRB ’,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WSA’, ’KINS’,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WSA’, ’WSA’,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WSB’, ’KINS’,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WSB’, ’WSB’,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WSC', ’KINS’,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WSC’, ’WSC’,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YGA’, ’KINS’,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YGA’, ’YGA’,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YGB’, ’KINS’, sysdate); 

insert into affiliation (sta, net, Iddate) values (’YGB’, ’YGB’, sys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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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S 초기 데 이 터 베 이 스 - sitechan table 

관측소의 각 성분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다. 

rem=============================================================== 

rem KINS Channel information 

rem=============================================================== 

inseπ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lddate) 

values( ’KRN ’, ’HGZ’, 2000320, 14011331 , -1 , ’n’, 0., 0., 0.,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lddate) 

values( ’KRN ’, ’HGN’, 2000320, 14011332, -1 , ’n’, 0., 0. , 90. ,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lddate) 

values( ’KRN ’, ’HGE’, 2000320, 14011333, -1 , ’n’, 0., 90., 90. ,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lddate) 

values( ’WSN ’, ’HGZ’, 2000320, 14021331 , -1 , ’n’, 0., 0., 0.,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lddate) 

values( ’WSN ’, ’HGN ’, 2000320, 14021332, -1 , ’n’, 0., 0., 90.,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WSN ’, ’HGE’, 2000320, 14021333, -1 , ’n’, 0., 90., 90.,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YGN’, ’HGZ’, 2000320, 14031331 , -1 , ’n’, 0., 0., 0., ’Acceleration’, sysdate); 

inseπ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YGN’, ’HGN’, 2000320, 14031332, -1 , ’n’, 0., 0., 90.,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Korea Earthquake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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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YGN’, ’HGE’, 2000320, 14031333, -1 , ’n’, 0., 90., 90.,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UCN’, ’HGZ’, 2000320, 14041331 , -1 , ’n’, 0., 0., 0.,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UCN’, ’HGN’, 2000320, 14041332, -1 , ’n’, 0., 0., 90. , ’Acceleration’, sysdate); 

-냐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lddate) 

values( ’UCN’, ’HGE’, 2000320, 14041333, -1 , ’n’, 0., 90., 90., ’Acceleration’, sysdate); 

rem=============================================================== 

rem KEPRI Channel information 

rem===============================================================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UJA’, ’HGZ’, 2000320, 12011331 , -1 , ’n’, 0., 0., 0.,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UJA’, ’HGN’, 2000320, 12011332, -1 , ’n’, 0., 0., 90.,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lddate) 

values( ’UJA’, ’HGE’, 2000320, 12011333, -1 , ’n’, 0., 90., 90.,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KRA’, ’HGZ’, 2000320, 12021331 , -1 , ’n’, 0., 0., 0.,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KRA ’, ’HGN’, 2000320, 12021332, -1 , ’n’, 0., 0., 90.,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KRA’, ’HGE’, 2000320, 12021333, -1 , ’n’, 0., 90., 90., ’Acceleration’, sys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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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KRB ’, ’HGZ’, 2000320, 12031331 , -1 , 'n’, 0. , 0. , 0.,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KRB ’, ’HGN ’, 2000320, 12031332, -1 , ’n’, 0., 0. , 90.,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KRB ’, ’HGE ’, 2000320, 12031333, -1 , 'n', 0. , 90., 90. ,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YGA’, ’HGZ’, 2000320, 12041331 , -1 , ’n’, 0., 0., 0.,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YGA ’, ’HGN’, 2000320, 12041332, -1 , ’n’, 0., 0., 90.,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YGA’, ’HGE’, 2000320, 12041333, -1 , ’n’, 0. , 90., 90. ,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YGB’, ’HGZ’, 2000320, 12051331 , -1 , ’n’, 0. , 0., 0. ,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YGB’, ’HGN ’, 2000320, 12051332, -1 , ’n’, 0. , 0., 90.,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YGB ’, ’HGE’, 2000320, 12051333, -1 , ’n’, 0., 90. , 90.,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WSA ’, ’HGZ’, 2000320, 12061331 , -1 , 'n’, 0. , 0., 0. ,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WSA ’, ’HGN ’, 2000320, 12061332, -1 , 'n', 0., 0., 90. , ’Acceleration’, sysdate); 

inseπ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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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WSA’, ’HGE’, 2000320, 12061333, -1 , ’n’, 0., 90., 90.,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lddate) 

values( ’WSB’, ’HGZ’, 2000320, 12071331 , -1 , ’n’, 0., 0., 0., ’Acceleration’, sysdate); 

inseπ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lddate) 

values( ’WSB’, ’HGN’, 2000320, 12071332, -1 , ’n’, 0., 0., 90.,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lddate) 

values( ’WSB ’, ’HGE’, 2000320, 12071333, -1 , ’n’, 0., 90., 90.,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lddate) 

values( ’WSC’, ’HGZ’, 2000320, 12081331 , -1 , ’n’, 0. , 0., 0., ’Acceleration’,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WSC', ’HGN’, 2000320, 12081332, -1 , ’n’, 0., 0., 90., ’Acceleration’, sysdate); 

inseπ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WSC’, ’HGE’, 2000320, 12081333, -1 , ’n’, 0., 90., 90. ,’Acce1eration’, sysdate); 

rem=============================================================== 

rem KIGAM Channel information 

rem===============================================================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1ddate) 

values( ’TJN’, ’HHZ’, 2000320, 10201311 , -1 , ’n’, 0., 0., 0., ’Broadband High-gain, Vertical’,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TJN’, ’HHN’, 2000320, 10201312, -1 , ’n’, 0., 0, 90., ’Broadband High-gain, North-South’,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TJN ’, ’HHE’, 2000320, 10201313, -1 , ’n’, 0., 90, 90., ’Broadband High-gain, East-West’, sys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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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KSA ’, ’HHZ’, 2000320, 10211311 , -1 , 'n', 0., 0. , 0. , ’8roadband High-gain, Vertical',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KSA ’, ’HHN ’, 2000320, 10211312, -1 , ’n’, 0. , 0, 90. , ’8roadband High-gain, North-South ’,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KSA ’, ’HHE’, 2000320, 10211313, -1 , ’n’, 0., 90, 90., ’8roadband High-gain, East-West’, sysdate); 

inseπ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8GD’, ’HHZ’, 2000320, 10221311 , -I , 'n’, 0., 0., 0. , ’8roadband High-gain , Vertical’,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lddate) 

values( ’8GD’, ’HHN ’, 2000320, 10221312 ， -1 ，~’， 0. ， 0 ， 90. ， ’8roadband High-gain, North-South',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lddate) 

values( ’8GD’, ’HHE’, 2000320, 10221313, -1 , ’n’, 0., 90, 90., ’Broadband High-gain, East-West’,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lddate) 

values( ’SNU’, ’HHZ’, 2000320, 31011311 , -1 , ’n’, 0., 0., 0. , ’Broadband High-gain, Vertical',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lddate) 

values( ’SNU’, ’HHN’, 2000320, 31011312, -1 , ’n’, 0. , 0., 90., ’Broadband High-gain, North-South ’,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lddate) 

values( ’SNU’, ’HHE’, 2000320, 3 \0 11313, -1 , ’n’, 0., 90., 90., ’Broadband High-gain, East-West’,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lddate) 

values( ’GKP1 ’, ’HHZ’, 2000320, 36011311 , -1 , ’n’, 0., 0. , 0., ’Broadband High-gain, Vertical’,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lddate) 

values( ’GKP1 ’, ’HHN’, 2000320, 36011312, -1 , 'n’, 0., 0. , 90., ’Broadband High-gain, North-South ’, sys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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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GKP1 ’, ’HHE’, 2000320, 36011313 , -1 , ’n’, 0., 90., 90., ’Broadband High-gain, East-West’,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HDB’, ’HHZ’, 2000320, 10251311 , -1 , ’n’, 0., 0., 0., ’Broadband High-gain, Vertical’,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HDB’, ’HHN ’, 2000320, 10251312, -1 , ’n’, 0., 0., 90., ’Broadband High-gain, North-South’, sysdate); 

insert into sitechan(sta, chan, ondate, chanid, offdate, ctype, edepth, hang, vang, descrip, Iddate) 

values( ’HDB’, ’HHE’, 2000320, 10251313, -1 , ’n’, 0., 90, 90., ’Broadband High-gain, East-West', sysdate); 

KINS 초기 데이터베이스 - sensor table 

관측소의 각 sensor 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다. 

rem===================================================================== 

rem KINS Sensor information 

rem=====================================================================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ANID,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values( ’KRN ’, ’HGZ’, 974246400, 9999999999.999, 28009110, 14011331 , 2000320, 1, 1, 0, γ， sysdate); 

insert into sensor ( STA, CHAl'‘J, TIME, ENDTIME, INID, CHANID,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values( ’KRN ’, ’HGN ’, 974246400, 9999999999.999, 28009210, 14011332, 2000320, 1, 1, 0, γ， sysdate); 

inseπ into sensor ( STA, CHAl'‘’ TIME, ENDTIME, INID, CHANID,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values( ’KRN’, ’HGE’, 974246400, 9999999999.999, 28009310, 14011333, 2000320, 1, 1, 0, γ， sysdate); 

insert into sensor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M애10，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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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WSN’, ’HGZ’, 974246400, 9999999999.999, 28010110, 14021331 , 2000320, 1, 1, 0, γ， sysdate);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1NID, CHANID,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values( ’WSN ’, ’HGN’, 974246400, 9999999999.999, 28010210, 14021332, 2000320, 1, 1, 0, γ， sysdate);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ANID,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values( ’WSN’, ’HGE’, 974246400, 9999999999.999, 28010310, 14021333, 2000320, 1, 1, 0, γ， sysdate);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1ME, 1NID, CHANID, JDATE, CALRAT10, CALPER, TSH1FT, INSTANT, LDDATE) 

values( ’YGN ’, ’HGZ’, 974246400, 9999999999.999, 28011110, 1403133 1, 2000320, 1, 1, 0, γ， sysdate);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ANID,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values( ’YGN ’, ’HGN ’, 974246400, 9999999999.999, 28011210, 14031332, 2000320, 1, 1, 0, γ， sysdate);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ANID,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values( ’YGN ’, ’HGE’, 974246400, 9999999999.999, 28011310, 14031333 , 2000320, 1, 1, 0, 'y', sysdate);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ANID,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values( ’UCN’, ’HGZ’, 974246400, 9999999999.999, 28012110, 14041331 , 2000320, 1, 1, 0, 'y', sysdate);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ANID,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values( ’UCN’, ’HGN’, 974246400, 9999999999.999, 28012210, 14041332, 2000320, 1, 1, 0, 'y', sysdate);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Al이D，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values( ’UCN ’, ’HGE’, 974246400, 9999999999.999, 28012310, 14041333 , 2000320, 1, 1, 0, γ， sysdate); 

rem===================================================================== 

rem KEPRI Sensor information 

rem===================================================================== 

inseπ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ANID,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values( ’UJA ’, ’HGZ’, 974246400, 9999999999.999, 28001110, 12011331 , 2000320, 1, 1, 0, γ， sys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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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into sensor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ANID,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values( ’UJA’, ’HGN’, 974246400, 9999999999.999, 28001210, 12011332, 2000320, 1, 1, 0, γ， sysdate); 

insert into sensor ( STA, CHAl애， TIME, ENDTIME, INID, CHAl‘JID,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values( ’UJA’, ’HGE’, 974246400, 9999999999.999, 28001310, 12011333, 2000320, 1, 1, 0, γ， sysdate); 

insert into sensor ( STA, CHAl‘J, TIME, ENDTIME, INID, CHANID,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values( ’KRA’, ’HGZ’, 974246400, 9999999999.999, 28002110, 12021331 , 2000320, 1, 1, 0, γ， sysdate); 

insert into sensor ( STA, CHAf애， Tl ME, ENDTIME, INID, CHAr、JID'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values( ’KRA’, ’HGN’, 974246400, 9999999999.999, 28002210, 12021332, 2000320, 1, 1, 0, γ， sysdate);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lME, ENDTIME, INID, CHANID,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values( ’KRA’, ’HGE’, 974246400, 9999999999.999, 28002310, 12021333, 2000320, 1, 1, 0, γ， sysdate);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ANID,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values( ’KRB ’, ’HGZ’, 974246400, 9999999999.999, 28003110, 12031331 , 2000320, 1, 1, 0, γ， sysdate);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Al‘10,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values( ’KRB ’, ’HGN ’, 974246400, 9999999999.999, 28003210, 12031332, 2000320, 1, 1, 0, γ， sysdate); 

insert into sensor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ANID,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values( ’KRB ’, ’HGE’, 974246400, 9999999999.999, 28003310, 12031333, 2000320, 1, 1, 0, γ， sysdate);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ANID,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values( ’YGA’, ’HGZ’, 974246400, 9999999999.999, 28004110, 12041331 , 2000320, 1, 1, 0, γ， sysdate); 

i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Al애 10 ，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values( ’YGA’, ’HGN’, 974246400, 9999999999.999, 28004210, 12041332, 2000320, 1, 1, 0, ’y’, sysdate);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ANID,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values( ’YGA’, ’HGE’, 974246400, 9999999999.999, 28004310, 12041333, 2000320, 1, 1, 0, ’y’, sysdate);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ANID,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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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YGB ’, ’HGZ’, 974246400, 9999999999.999, 28005110, 12051331 , 

insert into sensor ( STA, CHA1‘’ TIME, ENDTIME, INID, CHANID, 

values( ’YGB’, ’HGN ’, 974246400, 9999999999.999, 28005210, 12051332, 

insert into sensor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ANID, 

values( ’YGB ’, ’HGE ’, 974246400, 9999999999.999, 28005310, 12051333,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ANID, 

va1ues( ’WSA ’, ’HGZ’, 974246400, 9999999999.999, 28006110, 12061331 ,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A1애 10 ， 

va1ues( ’WSA ’, ’HGN ’, 974246400, 9999999999.999, 28006210, 12061332, 

insert into sensor ( STA, CHAl、J ， TIME, ENDTIME, INID, CHANID, 

values( ’WSA ’, ’HGE’, 974246400, 9999999999.999, 28006310, 12061333,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ANID, 

values( ’WSB ’, ’HGZ’, 974246400, 9999999999.999, 28007110, 12071331 , 

insert into sensor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ANID, 

values( ’WSB ’, ’HGN’, 974246400, 9999999999.999, 28007210, 12071332,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ANID, 

values( ’WSB ’, ’HGE ’, 974246400, 9999999999.999, 28007310, 12071333, 

insert into sensor ( STA, CHA1‘J, TIME, ENDTIME, INID, CHANID, 

va1ues( ’WSC', ’HGZ’, 974246400, 9999999999.999, 28008110, 12081331 , 

inseπ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ANID, 

va1ues( ’WSC ’, ’HGZ’, 974246400, 9999999999.999, 28008210, 12081332,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ID, CHANID, 

va1ues( ’WSC ’, ’HGZ’, 974246400, 9999999999.999, 28008310, 1208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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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320, 1, 1, 0, γ， sysdate);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1, 1, 0, γ， sysdate);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1, 1, 0, γ’， sysdate); 

JDATE, CALRAT10,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1, 1, 0, γ， sysdate);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1, 1, 0, γ， sysdate);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1, 1, 0, γ， sysdate);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1, 1, 0, γ， sysdate); 

JDATE, CALRAT10,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1, 1, 0, γ， sysdate);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1, 1, 0, γ， sysdate);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1, 1, 0, γ， sysdate);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1, 1, 0, γ， sysdate);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1, 1, 0, γ， sys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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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 

rem KIGAM Sensor information 

rem=====================================================================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1O, CHAN1O, 

values( ’TJN’, ’HHZ’, 974246400, 9999999999.999, 22001110, 10201311 ,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1O, CHAN 1O, 

values( ’TJN ’, ’HHN’, 974246400, 9999999999.999, 22001210, 10201312, 

insert into sensor (STA, CHAN, TIME, ENDTIME, IN1O, CHAN1O, 

values( ’TJN’, ’HHE’, 974246400, 9999999999.999, 22001310, 10201313, 

insert into sensor ( STA, CHA1、J ， TIME, ENDTIME, IN1O, CHAl'‘HD, 

values( ’KSA’, ’HHZ’, 974246400, 9999999999.999, 22002110, 10211311 , 

insert into sensor ( STA, CHAl'‘J, TIME, ENDTIME, IN1O, CHAl'‘HD, 

values( ’KSA’, ’HHN’, 974246400, 9999999999.999, 22002210, 10211312,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1O, CHAl'‘HD, 

values( ’KSA’, ’HHE’, 974246400, 9999999999.999, 22002310, 10211313, 

insert into sensor ( STA, CHAl'、1 ， TIME, ENDTIME, IN1O, CHAl'이10， 

values( ’BGD’, ’HHZ’, 974246400, 9999999999.999, 22003110, 10221311 , 

insert into sensor ( STA, CHAl'‘J, TIME, ENDTIME, IN1O, CHM애10， 

values( ’BGD’, ’HHN’, 974246400, 9999999999.999, 22003210, 10221312,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1O, CHM“110, 

values( ’BGD’, ’HHE’, 974246400, 9999999999.999, 22003310, 10221313,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IME, ENDTIME, IN1O, CHM애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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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1, 1, 0, γ， sysdate);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1, 1, 0, γ， sysdate);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1, 1, 0, γ， sysdate); 

JDATE, CALRATI0,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1, 1, 0, γ， sysdate);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1, 1, 0, γ， sysdate);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1, 1, 0, γ， sysdate);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1, 1, 0, γ， sysdate);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1, 1, 0, γ， sysdate);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1, 1, 0, ’y’, sysdate);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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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GKPl ’, ’HHZ’, 974246400 , 9999999999.999, 22005110, 36011311 ,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 Tl ME, ENDTIME, INID, CHANID, 

values( ’GKPl ’, ’HHN’, 974246400 , 9999999999.999, 22005210 , 36011312,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lME, ENDTlME, INID, CHANID, 

values( ’GKPI ’, ’HHE’, 974246400, 9999999999.999, 22005310, 36011313 , 

insert into sensor ( STA, CHAN, TlME, ENDTIME, INID, CHANID, 

values( ’HDB ’, ’HHZ’, 974246400, 9999999999.999, 2300 III 0, 10251311 , 

insert into sensor (STA, CHAN , TIME, ENDTIME, INID, CHANID, 

values( ’HDB ’, ’HHN ’, 974246400 , 9999999999.999, 23001210, 10251312, 

insert into sensor (STA, CHAN , TlME, ENDTIME, INID, CHANID, 

values( ’HDB ’, ’HHE’, 974246400, 9999999999.999, 23001310, 10251313 , 

KINS 초기 데이터베이스 - sensor table 

관측소의 각 sensor 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다. 

2000320, 1, 1, 0, γ， sysdate); 

JDATE, CALRATl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 1, 1, 0, ’y’, sysdate); 

JDATE, CALRATl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1, 1, 0, γ， sysdate);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1, 1, 0, γ， sysdate);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 1, 1, 0, ’y’, sysdate); 

JDATE, CALRATIO, CALPER, TSHIFT, INSTANT, LDDATE) 

2000320, 1, 1, 0, γ， sysdate); 

rem==============================================二=================二----

rem KINS instrument information 

rem ==二==============================================二===================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lddate) 

values (’28009110’, ’KRN-HGZ’, ’KRN-AH ’, ’b’, ’d’, 100, 0.252897, 1, ’!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 ’PAB bb.1 ’, ’pazfi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lddate) 

values (’28009210’, ’KRN-HGN’, ’KRN-AH’, ’b’, ’d’, 100, 0.252897, 1, ’!opt! ems!config!station _ specs!rsp’, ’PAB bb.1 ’, ’pazfi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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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28009310’, ’KRN-HGE’, ’KRN-AH’, ’b’, ’d’, 100, 0 .252897, 1,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values (’28010110’, ’WSN-HGZ’, ’KRN-AH’, ’b’, ’d’, 100, 0 .252897, 1,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values (’28010210’, ’WSN-HGN ’, ’KRN-AH’, ’b’, ’d’, 100, 0.252897, 1, 

inseπ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values (’28010310’, ’WSN-HGE’, ’KRN-AH ’, ’b’, ’d’, 100, 0.252897, 1,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values (’28011110’, ’YGN-HGZ’, ’KRN-AH’, ’b’, ’d’, 100, 0.252897, 1,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values (’28011210’, ’YGN-HGN’, ’KRN-AH’, ’b’, ’d’, 100, 0.252897, 1, 

inseπ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values (’28011310’, ’YGN-HGE’, ’KRN-AH ’, ’b’, ’d’, 100, 0.252897, 1,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values (’28012110’, ’UCN-HGZ’, ’KRN-AH’, ’b’, ’d’, 100, 0.252897, 1,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values (’28012210’, ’UCN-HGN ’, ’KRN-AH ’, ’b’, ’d’, 100, 0.252897, 1,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values (’28012310’, ’UCN-HGE’, ’KRN-AH ’, ’b’, ’d’, 100, 0 .252897, 1, 

’/opt/ems/configlstation_specs/rsp’, ’PAB bb.l ’, ’pazfir’, sysd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lddate) 

’/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 ’PAB bb.l ’, ’pazfir’, sysd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lddate) 

’/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 ’PAB bb.l ’, ’pazfir’, sysd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lddate) 

’/opt/ems/configlstation _ specs/rsp’, ’PAB bb.1 ’, ’pazfir’, sysd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lddate) 

’/opt/ems/configlstation _ specs/rsp’, ’PAB bb.l ’, ’pazfir’, sysd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lddate) 

’/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 ’PAB bb.1 ’, ’pazfir’, sysd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lddate) 

’/opt/ems/configlstation _ specs/rsp’, ’PAB bb.l ’, ’pazfir’, sysd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 ’PAB bb.l ’, ’pazfir’, sysdate); 

ncalib, ncalper, dir, d턴le， rsptype, Iddate) 

’/opt/ems/configlstation _ specs/rsp’, ’PAB bb.l ’, ’pazfir’, sysd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 ’PAB_bb.l ’, ’pazfir’, sysdate); 

rem===================================================================== 

rem KEPRI instrument information 

rem=====================================================================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1,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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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28001110’, ’UJA-HGZ’, ’UJA-AH ’, ’b’, ’d’, 100, 0.252897, 1, ’/ 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 ’PA8 bb.1 ’, ’pazfi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 samprate, ncalib , ncalper, dir, dfile, rsptype , Iddate) 

values (’28001210’, ’UJA-HGN’, ’UJA-AH’, ’b’, ’d’, 100, 0.252897 , 1, ’/opt/ems/confi잉station _specs/rsp’, ’PA8 bb.1 ’, ’pazfi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 insname, instype, band , digital , samprate, ncalib ,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 (’28001310 ’, ’UJA-HGE’, ’UJA-AH ’, ’b’, ’d’, 100, 0.252897 , 1, ’/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 ’PA8 bb.1 ’, ’pazfi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짐le ， rsptype, Iddate) 

values (’28002110’, ’KRA-HGZ’, ’AH ’, ’b’, ’d’, 100, 0 .252897, 1, ’/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 ’PA8 bb.1 ’, ’pazfi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 (’28002210’, ’KRA-HGN ’, ’AH’, ’b’, ’d’, 100, 0.252897, 1, ’/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 ’PA8 bb.1 ’, ’pazfi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 (’28002310’, ’KRA-HGE ’, ’AH ’, ’b’, ’d’, 100, 0.252897 , 1, ’/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 ’PA8 bb.1 ’, ’pazfi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 (’28003110’, ’KRB-HGZ’, ’AH ’, ’b’, ’d’, 100, 0.252897, 1, ’/opt/ems/config/station_specs/rsp’, ’PA8 bb.1 ’, ’pazfi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 (’28003210’, ’KRB-HGN ’, ’AH’, ’b’, ’d’, 100, 0 .252897, 1, ’/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 ’PA8 bb.l ’, ’pazfi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 (’28003310’, ’KR8-HGE’, ’AH’, ’b’, ’d’, 100, 0.252897, 1, ’/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 ’PAB bb.l ’, ’paz터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 (’28004110’, ’YGA-HGZ’, ’A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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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 (’28005110’, ’YGB-HGZ’, ’AH’, ’b’, ’d’, 100, 0.252897, 1, ’loptlems/configlstation _ specs/rsp’, ’PAB bb.1 ’, ’pazfi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 (’28005210’, ’YGB-HGN’, ’AH’, ’b’, ’d’, 100, 0.252897, 1, ’loptlems/configlstation _ specs/rsp’, ’PAB bb.1 ’, ’pazfi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 (’28005310’, ’YGB-HGE’, ’AH’, ’b’, ’d’, 100, 0 .252897 , 1, ’lopt/ems/config/station _specs/rsp’, ’PAB bb.1 ’, ’paz터r’， sysdate); 

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 (’28006110’, ’WSA-HGZ’, ’AH’, ’b’, ’d’, 100, 0.252897, 1, ’l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 ’PAB bb.1 ’, ’pazfi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 (’28006210’, ’WSA-HGN’, ’AH’, ’b’, ’d’, 100, 0.252897, 1, ’l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 ’PAB bb.1 ’, ’pazfi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 (’28006310’, ’WSA-HGE’, ’AH’, ’b’, ’d’, 100, 0.252897, 1, ’loptlems/configlstation _ specs/rsp’, ’PAB bb.1 ’, ’pazfi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 (’28007110’, ’WSB-HGZ’, ’AH’, ’b’, ’d’, 100, 0.252897, 1, ’I optl emsl con figl station _ specs/rsp’, ’PAB bb.1 ’, ’pazfi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1,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 (’28007210’, ’WSB-HGN’, ’AH’, ’b’, ’d ’, 100, 0.252897, 1, ’loptlems/config/station _ specs/rsp’, ’PAB bb.1 ’, ’paz윈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윈le ， rsptype, Iddate) 

values (’28007310’, ’WSB-HGE’, ’AH’, ’b’, ’d’, 100, 0.252897, 1, ’lopt/ems/config/station_specs/rsp’, ’PAB_bb.1 ’, ’pazfi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 (’28008110’, ’WSC-HGZ’, ’AH’, ’b’, ’d’, 100, 0 .252897, 1, ’loptlems/configlstation _ specs/rsp’, ’PAB bb.1 ’, ’paz윈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 (’28008210’, ’WSC-HGN’, ’AH’, ’b’, ’d’, 100, 0.252897, 1, ’lopt/ems/configlstation_specs/rsp’, ’PAB bb.1 ’, ’pazfi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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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28008310’, ’WSC-HGE’, ’AH ’, ’b’, ’d’, 100, 0.252897, 1, ’/opνems/config/station _ specs/rsp’, ’PAB bb.1 ’, ’pazfir’, sysdate); 

rem===================================================================== 

rem KIGAM instrument information 

rem=====================================================================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 digital ,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 (’22004110’, ’SNU-HHZ’, ’SNU-VH’, ’b’, ’d’, 100, 0.252897, 1, ’/opt/ems/config/station _ specslrsp’, ’PAB bb.l ’, ’pazfi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 (’22004210’, ’SNU-HHN ’, ’SNU-VH’, ’b’, ’d’, 100, 0.252897, 1, ’/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 ’PAB bb.1 ’, ’pazfi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 (’22004310’, ’SNU-HHE’, ’SNU-VH’, ’b’, ’d’, 100, 0 .252897, 1, ’/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 ’PAB bb.1 ’, ’pazfir’, sysdate); 

mseπ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 (’22005110’, ’GKPI-HHZ’, ’GKP-VH’, ’b’, ’d’, 100, 0 .252897, 1, ’/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 ’PAB bb.1 ’, ’pazfi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 (’22005210’, ’GKPI-HHN ’, ’GKP-VH ’, ’b’, ’d ’, 100, 0.252897 , 1, ’/optlems/config/station_specs/rsp’, ’PAB bb.1 ’, ’pazfi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 samprate, ncalib ,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 (’22005310’, ’GKP1-HHE’, ’GKP-VH ’, ’b’, ’d’, 100, 0.252897, 1, ’/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 ’PAB bb.1 ’, ’pazfir’,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22002110, ’Q4128 and STS-2 ’, ’STS-2’, ’b’, ’d’, 100, .252897,1, ’/opνems/config/station _ specs/rsp/KG 1 ’,’q4128 _sts-2.rsp’, ’fap ’, sysdate); 

mseπ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2200221 0, ’Q4128 and STS-2’, ’STS-2’, ’b’, ’d’, 100, .252897,1, ’/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KG 1 ’, ’q4128_sts-2.rsp’, ’fap ’, sysdate); 

inseπ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220023I 0, ’Q4128 and STS-2’, ’STS-2’, ’b’, ’d’, 100, .252897, 1, ’/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KG 1 ’, ’q41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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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1ues(22003110, ’04128 and STS-2’, ’STS-2’, ’b’, ’d’, 100, .252897, 1, ’/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KG 1 ’, ’q4128 _sts-2.rsp’, ’fap ’,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22003210, ’04128 and STS-2’, ’STS-2’, ’b’, ’d’, 100, .252897, 1, ’/optlems/config/station _ specs/rsp/KG 1 ’, ’q4128_sts-2.rsp’, ’fap’,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2200331 0, ’04128 and STS-2’, ’STS-2’, ’b’, ’d’, 100, .252897, 1, ’/opt/ems/configlstation _ specs/rsp/KG 1 ’, ’q4128 _sts-2.rsp’, ’fap ’,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2200 111 0, ’04128 and STS-2’, ’STS-2’, ’b’, ’d’, 100, .252897, 1, ’/optlems/config/station _ specs/rsp/KG 1 ’, ’q4128 _sts-2.rsp’, ’fap ’, sysdate); 

inseπ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2200 121 0, ’04128 and STS-2’, ’STS-2’, ’b’, ’d’, 100, .252897,1, ’/optlems/config/station _ specs/rsp/KG 1 ’, ’q4128 _ sts-2.rsp’, ’fap’,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2200 131 0, ’04128 and STS-2’, ’STS-2’, ’b’, ’d’, 100, .252897,1, ’/optlems/config/station _ specs/rsp/KG 1’, ’q4128_sts-2.rsp’, ’fap ’,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2300 111 0, ’04128 and CMG3-TB’, ’CMG3TB’, ’b’, ’d’, 100, .01897275,1, ’/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KG 1 ’, ’q4128 _ cmg3tb.rsp’, ’paz’,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2300 121 0, ’04128 and CMG3-TB’, ’CMG3TB’, ’b’, ’d’, 100, .01897275 , 1, ’/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KG 1’, ’q4128 _ cmg3tb.rsp’, ’paz’, sysdate); 

insert into instrument (inid, insname, instype, band, digital, samprate, ncalib, ncalper, dir, dfile, rsptype, Iddate) 

values(2300 131 0, ’04128 and CMG3-TB’, ’CMG3TB’, ’b’, ’d’, 100, .01897275 ,1, ’/opt/ems/config/station _ specs/rsp/KG 1’, ’q4128 _ cmg3tb.rsp’, ’paz’, sys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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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 
Structure ofData Dirεctory 

Structure of Data Directory 
현재의 KEMS 는 각종 포뱃으로 이벤트 자료를 저장하게 되어있는 

데 /opt/archive 라는 디 렉 토리 에 저 장된 다. 

/opt/archive 라는 디렉토리는 실제 kinsgong 에 물리적인 위치를 점하 

고 있으며 하위 디렉토리는 다음과 같다. 

-EVENT 각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파일형태로 저장 

-ASC 각 이벤트 디렉토리별로 ASCII 포뱃으로 저장 

-SEED 각 이벤트 디렉토리별로 mini-SEED 포뱃으로 저장 

- WFDISC 각 이벤트 디렉토리별로 WFDISC 포뱃으로 저장 

- Wfms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파일이 저장 

-WORK 임시 작업 디렉토리 

- WORK KIGAM 임시 작엽 디렉토리 

- WORK KINS 임시 작업 디렉토리 

-LOG 각 이벤트별로 데이터 수집 로그가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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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archiveIEVENT 

KIGAM 으로부터 전달되 어 오는 이벤트 정보가 파일형태로 저장된다. 이때 저장 

되는 파일명은 다음의 체계를 갖는다 

년도:월:일·시 분:초 

2000: II :28:07:04:08 ( 2000111128 일 07 시 04 분 08 초의 이벤트 ) 

#> Is EVENT 

2000: 11 :23:23: 11 :36 2000: 11 :25: 16: 18:04 2000:11 :27:01 :04:22 

2000: II :23:23: 11 :39 2000: 11 :25: 16:28:53 2000: 11 :27:03:28: II 

2000: 11 :24:00 :4 1 :02 2000: 11 :25: 16:34:33 2000: 11 :27:04: 10:59 

2000: 11 :24:02 :41 :59 2000: 11:25: 16:47:33 2000: 11 :27:06:52:40 

2000: 11:24:03:04:28 2000: 11 :25: 17:30:58 2000: 11 :27: 10:00:08 

2000: II :24:03 :49:50 2000: 11 :25: 17:42: 14 2000: 11 :27: 19:37:43 

2000: 11 :24:06: 19:29 2000: 11 :25: 17:49:32 2000:1 1:28:00:2 1:1 1 

2000: II :24:07:26:56 2000: 11 :25: 18:09:32 2000: 11 :28:0 1 :02:00 

2000: II :24:08:27:31 2000: 11 :25: 18: 10:50 2000: 11 :28:01 :02:09 

2000: 11:24: 10: 12: 14 2000: 11 :25: 18:26:08 2000: 11 :28:0 1 :04:21 

2000: 11 :24: 12:07:03 2000: 11 :25: 19:42: 15 2000: 11 :28:02:58 :45 

2000: 11 :24: 15:30:53 2000: 11 :25: 19:44:22 2000: 11 :28:04:08:02 

2000:11:24:15:31:03 2000: 11 :25:23: 15:04 2000: 11 :28:06:05:55 

2000: 11 :24: 17:27:24 2000: 11 :25:23:31 :31 2000: 11 :28:06:06:03 

2000: 11 :24:20:06:20 2000: 11 :26:02:07: 13 2000: 11 :28:07:04:08 

그라고 특정 파일을 열람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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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 EVENT/2000: II :28:07:04:08 

Subject: Event Detected from EMS (KIGAM) 

orid ML 빼
 

Dep Lon Lat Time Date 

39290 0.7 -0.1 0 127.5 13 36.390 07:04:08.05 11/28/2000 

Region Strike Sminax Smajax 

SOUTH KOREA 6 8 12 

Arid Per Amp Snr Baz Timeres Delta Phase Time Sta 

821059 0.600 40.6143.85 -0.42 84 0.12 Pg 07:04:09.85 TJN 

821058 0.700 4.56 6.9 2.3 1 319 0.53 Pg 07:04:20.15 KMC 

821055 0.300 2.51 7.0 -1.92 196 1.09 Pg 07:04:26.10 KSAR 

821056 0.400 2.69 7.3 1.80 196 1.09 Lg 07:04:44.15 KSAR 

lopt/archive/SEED 
각 관측소나 각 기관으로부터 전달 받은 데이터는 mini-SEED 형태로 SEED 디렉 

이름은 다음의 체계를 갖는다. 이때 디렉토리의 토리에 저장되는데 

년도:월:일:시:분.초 

이벤트 ) 2000: II :28:07:04:08 ( 2000/11/28 일 07 시 04 분 08 초의 

이벤트에 대한 디렉토리를 열람하면 다음과 같으며 각 파일은 데이터 파일 

체계를 

토르;져 
• 1 。

명은 다음과 같은 볼 수 있다. 각 파일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10 근 토프 À~ 
I그 -. 。

갖는다. 

년도:월.일:시:분:초.관측소.성분 

이벤트) 2000: II :28:07:03:38.KRA.HGE (2000/1 1/28 일 07 시 04 분 08 초의 

보다 30 초 전부터의 데이터가 저장된다. 그러나 Quanterra 사의 

일치하지는 않고 요청한 시간대를 특성상 정확하게 

준다. 

특히 디렉토리명 

기록계의 데이터 전송 

데이터 블록을 보내 

Q-series 

포괄하는 

#>Is 2000:1 1:28:07:04:08 

2000: II :28:07:03:38. WSA.HGZ 2000: 11 :28:07:03:38.KRA.HGE 

2000: 11 :28:07:03:38. WSB.HGE 2000: 11 :28:07:03:38.KRA.HGN 

2000: II :28:07:03:38. WSB.HGN 2000: II :28:07:03:38.KRA.HG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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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1 :28:07:03:38.KRB.HGE 2000: 11 :28:07:03:38. WSB.HGZ 

2000: 11 :28:07:03:38.KRB.HGN 2000: 11 :28:07:03:38.씨rsc.HGE 

2000: 11 :28:07:03 :38.KRB.HGZ 2000: 11 :28:07:03:38. WSC.HGN 

2000: 11 :28:07:03:38.KRN.HGE 2000: 11 :28:07:03:38. WSC.HGZ 

2000: 11:28:07:03:38.KRN.HGN 2000:11 :28:07:03:38.WSN.HGE 

2000: 11 :28:07:03:38.KRN.HGZ 2000: 11 :28:07:03:38. WSN.HGN 

2000: 11 :28:07:03:38.TJN.HGE 2000: 11 :28:07:03:38.WSN.HGZ 

2000: 11 :28:07:03:38.TJN.HGN 2000: 11 :28:07:03:38.YGA.HGE 

2000:11 :28:07:03:38.TJN.HGZ 2000:11 :28:07:03:38.YGA.HGN 

2000: 11 :28:07:03:38.UCN.HGE 2000:11 :28:07:03:38.YGA.HGZ 

2000: 11 :28:07:03:38.UCN.HGN 2000: 11 :28:07:03:38.YGB.HGE 

2000: 11 :28:07:03:38.UCN.HGZ 2000 ‘ 11 :28:07:03:38.YGB.HGN 

2000: 11 :28:07:03:38.UJA.HGE 2000: 11 :28:07:03:38.YGB.HGZ 

2000: 11 :28:07:03:38.UJA.HGN 2000: 11 :28:07:03:38.YGN.HGE 

2000: 11 :28:07:03:38.UJA.HGZ 2000: 11 :28:07:03:38.YGN.HGN 

2000:11 :28:07:03:38.WSA.HGE 2000: 11:28:07:03:38.YGN.HGZ 

2000: 11 :28:07:03:38.WSA.HGN 

/opt/archive/ ASC 

각 관측소나 각 기관으로부터 전달 받은 데이터는 mini-SEED 형태로 SEED 디렉 

토리에 저장되는데 이때 디렉토리의 이름은 위의 SEED 와 같은 체계를 갖는다. 

특정 이벤트에 대한 디렉토리를 열람하면 다음과 같으며 각 파일은 ASCII 형태 

로 저장되며 각 블록별로 나뉘어서 각 블록별로 첫 부분에 헤더가 들어있고 데이 

터가 뒤에 나열된다 현재 10 개 씩의 데이터가 한 줄로 구성된다. 

#>Is 2000: 11 :28:07:04:08 

2000: 11 :28:07:03:38 .KRA.HGE.ASC 2000: 11 :28:07:03:38. WSB.HGE.ASC 

2000: 11 :28:07:03:38.KRA.HGN.ASC 2000: 11 :28:07:03:38.WSB.HGN.ASC 

2000: 11 :28:07:03 :38.KRA.HGZ.ASC 2000: 11 :28:07:03:38. WSB.HGZ.ASC 

2000: 11 :28:07:03:38.KRB. HGE.ASC 2000: 11 :28:07:03:38. WSC.HGE.ASC 

2000: 11 :28:07:03:38.KRB.HGN.ASC 2000: 11 :28:07:03:38.매'SC.HGN.ASC 

2000: 11 :28:07:03 :38.KRB.HGZ.ASC 2000: 11 :28:07:03:38. WSC.HGZ.ASC 

2000: 11 :28:07:03:38.KRN.HGE.ASC 2000: 11 :28:07:03:38. WSN.HGE.ASC 

2000: 11 :28:07:03:38.KRN.HGN .ASC 2000: 11 :28:07:03:38. WSN .HGN.ASC 

2000: 11 :28:07:03:38 .KRN.HGZ.ASC 2000: 11:28:07:03:38.WSN.HGZ.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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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1 :28:07:03:38.UCN.HGE.ASC 2000:11:28:07:03:38.YGA.HGE.ASC 

2000: 11:28:07:03:38.UCN.HGN.ASC 2000: 11:28:07:03:38. YGA. HGN.ASC 

2000: 11 :28:07:03:38.UCN.HGZ.ASC 2000: 11 :28:07:03:38.YGA.HGZ.ASC 

2000: 11 :28:07:03:38.UJA.HGE.ASC 2000: 11 :28:07:03:38.YGB.HGE.ASC 

2000: 11 :28:07:03:38.UJA.HGN.ASC 2000: 11 :28:07:03:38.YGB.HGN.ASC 

2000: 11 :28:07:03:38.UJA.HGZ.ASC 2000: 11 :28:07:03:38.YGB.HGZ.ASC 

2000: 11 :28:07:03:38. WSA.HGE.ASC 2000: 11 :28:07:03:38.YGN.HGE.ASC 

2000: 11 :28:07:03:38. WSA.HGN.ASC 2000: 11 :28:07:03:38.YGN.HGN.ASC 

2000: 11 :28:07:03:38. WSA.HGZ.ASC 2000: 11 :28:07:03:38.YGN.HGZ.ASC 

이때의 파일 명 역시 상기한 SEED 디렉토리와 같다. 

특정 ASCII 파일의 첫부분은 다음과 같다. 

#>cat head ASC/2000: 11 :28:07:04:08/2000: 11 :28:07:03:38.YGN.HGZ.ASC 

#================================================================== 

# station channel year jday hour minute sec millisec sampleJate num_samples 

#================================================================== 

# YGN HGZ 2000 333 7 3 20 3169 100 2684 

#================================================================== 

4387 4649 4918 4528 4535 4846 4639 4442 4805 4750 

4371 4663 4938 4612 4477 4758 4700 4426 4809 4800 

4335 4713 4938 4510 4496 4912 4655 4323 4807 4812 

4446 4670 4795 4572 4535 4888 4664 4353 4837 4795 

4417 4593 4875 4600 4448 4934 4665 4354 4850 4758 

/opt/archive끼~FDISC 

데이터베이〈에 입력된 자료를 WFDISC 포뱃으로 추출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다. 이 디렉토리는 데이터 파일까지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각 데이터 파일에 

대한 포인터를 갖고 있는 *.wfdisc 파일과 그 파일에 연결되어있는 2000/jdate/*. w 

로 구분된다-

#>Is 찌'FDISC 

2000/ 

975046739.wfdisc 

975050786.wfd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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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5174 \04.wfdisc 

975 1 74542.wfdisc 

975175742.wfdisc 

975353833.wfdisc 

975370841.wfdisc 

975373290.wfd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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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054421.wfdisc 

975060704.wfdisc 

975067593.wfdisc 

975079823.wfdisc 

975079833.wfdisc 

975 1 75820.wfdisc 

975 1 76738.wfdisc 

975 18 1305.wfdisc 

975181432.wfdisc 

975 1 94074.wfdisc 

975373299.wfdisc 

97537343 1.wfdisc 

975380295.wfdisc 

975384452.wfdisc 

975391525.wfdisc 

특정 이벤트 파일은 epoch time 으로 파일명을 갖고 있다. 해당 시각은 etoh 라는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다. 

#> etoh 975391525 

975391525.0002000 11 28200033306:05:25.0 

특정 wfdisc 파일을 열어보면 CSS3.0 포뱃의 WFDISC 테이블을 dump 한 내용이 듬 

어 있고 그 파일과 연결된 데이터는 2000ljdate 밑에 *.w 라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 

다. 

#>Is WFDISC/20001 

3281 3291 3301 3311 3321 3331 

#>Is WFDISC/2000/333 

975373329• autoSeg• 6.w 975384482_autoSeg_34.w 

975373329 _autoSeg_7.w 975384482_autoSeg_35.w 

975373329_ autoSeg• 8.w 975384482 _ autoSeg_ 4.w 

975373329• autoSeg• 9.w 975384482_ autoSeg_ 5. w 

975373461 • autoSeg_O.w 975384482• autoSeg_6.w 

975373461_ autoSeg_l. w 975384482 _autoSeg_7.w 

975373461_ autoSeg_IO.w 975384482_ autoSeg• 8.w 

975373461_ autoSeg• I l.w 975384482_ autoSeg_9. w 

975373461_autoSeg_12.w 975391555 _ autoSeg_ O.W 

975373461_autoSeg_13.w 975391555 _autoSeg_l.w 

975373461_autoSeg_14.w 975391555 _autoSeg_10.w 

975373461 • autoSeg_15. w 975391555_ autoSeg• I 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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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395048_autoSeg_30.w 

975395048_autoSeg_3 I.w 

975395048_autoSeg_32.w 

975395048 _autoSeg_33.w 

975395048_autoSeg_34.w 

975395048_ autoSeg_35.w 

975395048 _ autoSeg_ 4.w 

975395048 _autoSeg_5.w 

975395048_autoSeg_6.w 

975395048_autoSeg_7.w 

975395048_ autoSeg_ 8.w 

975395048_ autoSeg• 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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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 
Configurε Application 

Configuration 에les 

Www.oroware.co.kr 

현재의 KEMS 에서 작동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각자 독자적인 파라 

메터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좀 더 쉽게 각종 응용프로그램 

의 설정을 변경， 관리할 수 있다. 

lopt/ems/config 라는 디 렉토라는 전체 KEMS 시스템에 대한 주요한 

설정 파일들을 갖고 있는 디렉토리이다. 특히 자동 분석 시스템을 운 

영할 경우 거의 대부분의 설정 파일이 여기에 위치한다. 

이 부록에서는 실시간 지진 가속도 자료 디스플레이 프로그램인 

CDView 에 대한 설정 방법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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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CDView 

CDView(Ç)는 pro sh2cf 에서 만들어지는 Circular buffer file 로부터 현재 시각의 

데이터를 읽어와서 이를 화변에 Waveform 형태로 디스플레이 하는 프로그램이 

다 

Principle of operation 

pro_sh2cf 에서 만들어지는 Circular buffer file 은 헤터 파트와 데이터 파트로 

나뉘어 지는데 각각의 파일로부터 현재 시각의 데이터를 읽어와서 사용자가 지 

정하는 방식으로 Grouping 하여 보여 주게 된다. 

화면의 갱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Multi-thread 방식으로 프로그램 되었으며 

pro sh2cf 와 같이 parameter 파일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여러가지 옵션을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pro_sh2cf 에서 만들어지는 Circular buffer file 에 있는 여러 데이터 파일중에서 

사용자에게 의미있는 데이터 파일을 선택하고 각 파일을 Grouping 하여 화면에 

보일 수 있으며 이때 화변에 보여지는 데이터는 기본적인 DC Filtering 을 수행 

한 결과를 디스플레이 한다. 

Config uration C D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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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lew.par 

proview.par 는 CDView 의 여 러 가지 옵션을 정 의 할 수 있는 파일 

이다.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BASE DIR 

pro_sh2cf 로 부터 만들어 지는 Circular buffer file 의 디 

렉토리를 정의 한다. 

- shortperl-channel_ dir 

사용자가 그룹펑하는 채널의 데이터 디렉토리를 정의한 

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그룹이륜은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다. 

- channel-groups 

화면에 나타날 그룹의 이름을 지정한다. 사용자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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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정하는 그룹의 이름으로 다른 여타의 내용 또한 

정의해야 한다. 

- shortper1 

channel-groups 에 나타난 그룹의 하나로 그룹핑 할 관측 

소와 채널 그라고 scale 을 정의한다. 

- default-time-interval 

화변에 나타나는 데이터의 길이를 정의한다. 단위는 

secs 이고 기본 값으로서 각 그룹에서 time-interval 을 정 

의할 경우 무시된다. 

- shortper1 -time-interval 

한 그룹의 ( shortperl ) 데이터 길이를 정의한다. 여기에 

지정한 값을 기준으로 이 그룹의 화면 상의 데이터 길 

이가 결정된다. 

- default-update-interval 

화면 갱신 간격을 정의한다. 단위는 secs 이고 기본값으 

로서 각 그룹에서 update-interval 을 정의할 경우 무시된 

다. 

- shortper1 -update-interval 

한 그룹의 ( shortperl ) 화면 갱신 간격을 정의한다. 여 

기에 지정한 값을 기준으로 이 그룹의 화면 갱신 간격 

이 결정된다. 

다음 <표 3>은 현재 KINS 에 설정되어 있는 proview.l.par 파일이다. 

# BASE _ DIR is locate of circular buffer file that written by toFile yro. 
BASE _ DIR = /opt!proware/KISS/data!cf 

# channel-dir - directory location of channel disk loop 
shortperl-channel-dir = $(BASE _ DIR) 
shortper2-channel-dir = $(BASE_DIR) 
longperl-channel-dir = $(BASE_DIR) 
longper2-channel-dir = $(BASE_DIR) 

shortperl-framelog-file = $(shortperl-channel-dir)INEW _ XRT _shortl.flog 
shortper2-framelog-file = $(shortper2-channel-dir)INEW _XRT _short2.flog 

longper l-framelog-file 二 $(longperl-channel-dir)INEW _ XRT _longl.flog 
longper2-framelog-file = $(longper2-channel-dir)INEW _ XRT一long2.flog

#channel-groups - which groups to display; 
#need at least one group 
channel-groups = "shortperl shortper2 longperl longper2" 
#channel-groups = "longper2 longperl shortp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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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groups = "shortper 1 " 

# (arbitrary names) groups of channels; 
# need at least one channel per group 
# specif)r channels as staJchan/scale 

shortperl = "UJA/BGZ/O.I UJA/BGN/O.I UJA/BGE/O.l" 
shortper2 = "WSAlBGZ/O.l WSA/BGN/O.I WSAlBGEIO.1 \ 

WSB/BGZ/O.I WSB/BGN/O.l WSB/BGE/O.I \ 
WSC/BGZ/O.l WSC/BGN/O.I WSC/BGE/O.l" 

longperl = "KRA/BGZ/O.l KRA/BGN/O.I KRA/BGE/O.I \ 
KRB/BGZ/O.l KRB/BGN/O.l KRB/BGE/O.l" 

longper2 = "YGAlBGZ/O. 1 YGA/BGN/O.I YGAlBGE/O.1 \ 
YGB/BGZ/O.I YGB/BGN/O.I YGB/BGE/O. 1" 

# overrides default-time-interval 
default-time-interval = 30 

shortper l-time-interval = 1800 

shortper2-time-interval 二 1800 

longper1 -time-interval = 1800 

longper2-time-interval = 1800 

# <group>-update-interval- frequency (seconds) of channel updates; 
# overrides default-update-interval 
default-update-interval = 5 

shortper1 -update-interval = IO 
shortper2-update-interval = 10 
longper l-update-interval = 10 
longper2-update-interval = 10 

# maximum-lag-time - maximum difference between system time and disk loop 
# frame log time before indicating channel outage 
#maximum-lag-time = 430 
maximum-Iag-time = 120 

# c1 ip-channel-waveform - c1 ip waveform to channel height; set to false to 
# allow wavεforms to over-run channel bounds 
clip-channel-waveform = true 

< 표 3> proview.l.par 

CDView Start up 

CDView 의 실 행 파일 과 par 파일 은 kinssrv 의 ems account 에 의 해 관리 되 며 

그 위 치 는 /opt/proware/CDView 에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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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View 의 실행을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에서 pro_sh2cf 의 실행이 전제되 

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ps -ef Igrep pro _ sh2cf 

pro_sh2cf 의 작동이 확인되면 /optJproware/CDView 로 이동하여 다음과 같 

이 실행하면 된다. 

#>start PROView 

Monitoring of C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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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나타난 Wave form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 3>은 CDView 의 실행 화면이다. 

각 그룹 별로 구분되어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각 관측소/채널별 데 

이터 별로 Wave form 형태로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다. 화면 좌측에 나 

타난 LED 는 현재 시각에 해당 관측소/채널의 데이터가 도착했는지 아닌 

지를 보여 주고 있다. 

각 Wave form 이 나타나는 부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관측소/채널 흑은 그룹에 대한 몇가지 옵션을 지정할 수 있다. 

< 그림 4>는 관측소/채널 혹은 그룹에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을 보여 주고 

있다. 각 옵션의 의미는 매우 직관적이다. 위에서 설명한 proview.l.par 파 

일의 내용 중 그룹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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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ro _ View<eJ 의 실행화면 

<그럼 4> 채널 메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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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0 : 
UsingXV 

What’s xv 

Startup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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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 는 Unix 에서 화변을 캡쳐하여 특정 이미지 형식으로 저장해 주 

는 공개용 프로그램이다. 

현재 xv 는 /optlpublic/b in 에 위치하고 있으면 이 디렉토리가 path 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원하는 곳에서 xv 를 실행하면 된다. 

특히 모든 X-application 이 그렇듯이 --display 옵션을 사용하여 띄우고자 

하는 모니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음은 xv 의 실행 예이다. 

#>xv& 현재 설정되어 있는 DISPLAY 에 xv 를 띄운다. 

#> xv --display 21O.98.12 .. xxx:O.O 

210.98.12.xxx 의 첫번째 모니터에 xv 를 띄운다. 

#> xv --display 21O.98.12 .. xxx:O.l 

2 1O.98.12.xxx 의 두번째 모니터에 xv 를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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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 를 실행하면 지정해준 모니터에 다음 [그림 1] 같은 프로그램이 구동 

된다. 그 화면에서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을 겹쳐할 수 있 

는 창이 다시 구동된다. [그림 2] 

I그림 2]에서는 여러가지 가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저장된 파일을 불러 

온다거나 이미지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이다. 우측 하단의 Grab 이 

라는 버튼은 화면상에 특정 프로그램을 캡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버튼 

이다. 그 버튼을 선택한면 I그림 3]과 같은 창이 나타난다. 

[그림 3]의 우측하단 부의 Hide xv 부분을 선택해야 xv 화면이 없어져서 

캡쳐하고자 하는 화변을 선택할 수 있다. Hide xv 부분을 선택하고 중간 

하단의 Grab 버튼을 누르면 모든 xv 장이 닫히게 되고 이때 캡쳐하고자 

하는 화면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선택하게 되면 선택한 화면이 몇번 깜박 

이다가 이미지로 변환되어 하나의 창에 나타난다. 

그렇게 선택이 끝나면 다시 I그림 3]과 같은 장에서 현재의 이미지를 

어떤 형태로 어느 위치에 저장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Save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 4]와 같은 창이 나타나게 된다. 이 화면을 통해 원하 

는 장소에 원하는 형식으로 화면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다. 

I그럼 1] xv 의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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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메뉴화면 

I그림 3] 캡쳐 옵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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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그림 4] Save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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