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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 제목 

설계지진의 확률론적 평가관련 전산프로그램 및 한반도의 지진학적 

특성 분석.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기존의 지진위험도에 대한 연구는 계기지진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역사지진 분석에 주로 의존하였다. 그 결과물로써 지진구역도 또는 최 

대진도 및 가속도의 둥고선지도가 구현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진 

재해도 평가시 기초자료로써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계기지진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에서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진의 최대지반운 

동 및 웅답스펙트럼을 추정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진도 또는 지반운동의 둥고선지도나 지진구역도보다는 감쇄공식에 

의해 지진재해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셜계지진의 확률론적 추정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을 분석하여 활용하며， 한반도 지진특성으로부터 적절하게 모사된 지반 

운동으로부터 감쇄공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ID.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보고서의 I 단원에서는 셜계지진의 확률론적 평가를 위한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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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한반도의 지진재해도 계산에 활용한다. 

H 단원에서는 계기지진자료를 분석하여 한반도 지진의 진원특성 

및 매질에 대한 특성을 일련의 모사과정을 통해 추정한다. 또한 추정 

된 특성변수를 이용하여 지진자료를 모사한다. 결과적으로 모사된 지 

반운동으로부터 규모와 진원거리에 대한 감쇄공식을 개발한다. 

IV. 연구 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지진재해도 계산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지진의 확률 

론적 평가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이 수정 보완되었고 한반도 지진재해도 

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로부터 추정된 한반도 지진의 외견응력강하값은 계기지진자 

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값은 10 

bars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외견웅력강하값을 토대로 최대지반가속도 

및 웅답스펙트럼에 대한 감쇄식이 개발되었다. 감쇄식이 한정된 자료 

로부터 개발되었지만 지진학이나 지진공학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 

이다. 앞으로 계기지진자료가 축적되어 감쇄식의 수정 또는 새로운 감 

쇄식의 개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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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1e. 

Ana1yses of Computer programs for the Probabi1istic Estimation 

of Design Earthquake & Seismologica1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eninsula.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Previous studies on the seismic risk were focused mainly on the 

ana1yses of historica1 earthquakes due to the lack of instrumenta1 

earthquake.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were usua11y 

expressed on the seismic zoning maps or the contour maps of 

maximum intensity or acceleration. Although these maps are sti11 

useful as a base of seismic hazard evaluation, it is an important and 

urgent matter to estimate, based on instrumenta1 data, pe밟 ground 

motions and response spectra for the probable future earthquakes of 

the Korean Peninsu1a. Moreover, it is desirable to express the 

seismic risk by predictive equations rather than by contour or zoning 

map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velop predictive 

equations from simulated motions which are adequate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ana1yze and utilize the computer program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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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i1istic estimation of design earthquakes. 

III. Scope and Content of the Project 

In part 1 of the report, computer programs for the probabilistic 

estimation of design earthquake are ana1yzed and applied to the 

seismic hazard characteriza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In Part II of. the report, available instrumental e따thqu하￡ 

records are ana1yzed to estimate earthquake source characteristics 

and medium properties, which are incorporated into simulation 

process. And Earthquake records are simulated by using the 

estimated parameters. Fina11y, predictive equations constructed from 

the simulation are given in terms of magnitude apd hypocentral 

distances. 

IV. Results and Proposa1s for Applications 

Reflecting the latest knowledge in seismic hazard eva1uation, the 

computer programs for the probabi1istic estimation of design 

earthquake were improved to characterize the seismic hazard in the 

Korean Peninsula. 

The estimated apparent stress drop is somewhat unstable 

because the data are insufficient. The apparent stress drop was 

estimated to be 10 bars. In the base of the apparent stress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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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dictive equations are developed for the peak ground 

acceleration and response spectra. A1though equations presented in 

this report are derived from the limited data, they can be utilized 

both in seismology and earthquake engineering. Modification of the 

predictive equations may be developed as the earthquake data 

accumulat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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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률론적 방법에 의한 제어지진 결정 전산프로그램 개발. 

1. LLNL(US NRC)의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전산프로그램분석 

미 국의 LLNL(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참고문헌 

[55])의 지침서에는 미국 NRC(Nuc1ear Regulatory Cornrnission)의 확률 

론적 지진재해도의 체계적인 평가 방법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내용이 실려 었다. 여기서는 1989년 미국 동부지역의 재해도 평 

가 결과를 보완하고 최근의 지진활동 및 지반운동에 대한 최신 이론을 

반영하여 향상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 

한 NRC의 SUN4!260 워크스테이션 시스템에서 구동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 PSHC에 대한 사용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전산프로그램의 이 

론적인 배경， 방법론， 전문가의 의견，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 둥에 대한 

설명은 참고문헌 [56], [57]을 바탕으로 한다. 

LLNL 지진재해도 전산프로그램의 개관 

컴퓨터가 수행하는 지진재해도 계산 프로그램(PSHC)의 크기와 복 

잡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모률(module)방식을 취한다. 

PSHC는 4개의 모률로 구성된다. 4개의 모률에서 입력 및 출력과 수행 

되는 계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률 1 : PRDs. 이 모률에는 구역지진원(are떠 sources)의 외각선 

에 대한 위도， 경도 좌표가 입력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부지에서 

’ 
l 
4 



의 거리에 따른 확률밀도함수를 계산한다. 

모률 2 : COMAP. PRDs의 출력값 및 구역지진원이 존재할 확률 

등이 업력된다. 여기서는 주어진 부지에서 지진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모든 가능한 지진구역도(seismic zonation map) 및 그 가중치에 대한 

정보가 출력된다. 

모률 3 : ALEAS. 이 모률에서는 COMAP의 출력값과 지반운동 

감쇄식 및 각 지진원에 대한 지진활동 매개변수 등이 입력되어 지진재 

해도를 계산하게 된다. 

모률 4 : COMB. 이 모률에서는 여러 명의 지진활동 전문가들에 

의한 지진재해도 결과를 조합하는 계산을 수행한다. 

4개의 모률에 대한 도식적인 흐름도는 그림 1-1로 나타낼 수 있다. 

입력 및 출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55]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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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LLNL 전산프로그램의 지진재해도 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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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최 상 추정 치 (Best Estimate) 

BEHC I최상추정 재해도곡선 (Best Estimate Hazard Curve) 

CPHC I 일정 백분위 재해도곡선 (Constant Percentile Hazard Curve) 

GMEj I지 반 운동 전문가 (Ground Motion Expert j) 

PGA I최대 지반 가속도 (Peak Ground Acceleration) 

RP 재 래 주기 (Retum Period) 

UHS I 일정 재해도 스펙트럼 (Uniform Hazard Spectrum) 

ZSEi 지진활동전문가 i의 지진구역화 (Zonation for Seismicity Expert i) 

그림 1-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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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렘의 수정， 변환 및 원내 PC에 프로그램 설치 

PSHC source codes와 실 행 루틴은 SUN OS4.1 과 SUN Fortran 

1.4를 사용하여 개발되었다 PSHC source codes는 LLNL에서 개발한 

두 개의 그래픽 라이브러리 즉 DIGLIB 와 TV80LIB(참고문헌 [55]의 

Appendix D, E 참조)를 사용하며 IMSL의 수학 및 통계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PSHC 실행루틴은 미국 NRC에서 ALEAS와 COMB의 입력 

메뉴와， 일괄처리방식"(batch mode)으로 PSHC를 실행시킬 수 있는 명 

령파일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 단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워크스테이션 SUN4!260에서의 사용을 

위해서 개발된 PSHC를 수정 변환하여 PC에서 가능한 운영체제(예를 

들면， DOS)하에서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로써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SUN Fortran 1.4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PC에서 

컴파일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수정에 사용되 

는 전산언어는 표준 Fortran 77이다. Fortran언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서 수치계산의 정확도가 높고 특히 계산결과가 하드웨어 타입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본 과제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실행루틴 PSHC가 PC에서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래픽기능이 호환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프로그랩을 실행하는 디려토리에 연결해서 사용 

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수학적인 계산을 위한 IMSLiQ-이브러리도 실 

행루틴에 연결되어 사용 가능할 때만이 수행 가능하다. 한편， 언급한 

그래픽라이브러리는 하드혜어에 대한 의폰성이 크기 때문에， 퍼스널 컴 

퓨터 환경에서 확률론적 지진재해도를 계산할 때 그래픽 기능보다는 

LLNL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론적인 원리 및 방법론적인 측면 

F b 



을 최대한 반영하여 본 연구개발과제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전산프로그 

램을 수정， 변환하였다. 

본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수정 및 변환되어 개발된 전산프로그램 

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진재해도의 분해과정 (deaggregation)과 단층 

지진원의 파쇄면(rupture zone)을 지진재해도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진재해도 분해는 지진원을 거리 및 지진 규모별로 나누어 이에 대웅 

하는 재해도를 각각 계산함으로써， 부지의 재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지진 요소(진앙거리와 지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 

에서 결정된 지진을 제어지진(controlling earthquake)이라고 하며， 제어 

지진은 부지의 고유 웅답스펙트럼 (site specific response spectrum)을 

작성할 때 사용된다. 한편， 단층면의 최소깊이와 최대깊이 및 경사와 

관련된 기하학적인 형태 (geometry)와 단층면에 존재하는 파쇄면의 위치 

를 임의적으로 모사하므로써， 그 불확실성에 대한 효과를 평균적으로 

감안하여 단층지진원으로부터 지진재해도의 계산을 향상시킬 수 있다. 

2.1 수정 변환된 전산프로그램 개관 

일반적으로 지진은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고 단층이나 열곡과 같은 특정 지질/지진 지체구조와 연관되어 발 

생하는데， 이러한 지체구조를 지진원(seismic source)이라고 칭한다. 구 

체적으로 표현하면， 각각의 지진원은 자신의 고유한 지진학적 특성이 

있으며 같은 지진원 내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은 모두 진원 깊이 (foca1 

depth), 진원기구C (source mechanism) 둥의 지진특성이 유사한 기하학적 

공간으로 정의된다(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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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원은 그 외관적 형태에 따라 구역지진원(areal source) 및 단층 

지진원(fault source)으로 나누어진다. 구역 및 단층지진원에 대한 지진 

재해도 계산은 서로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2.2.2와 2.2.3절에 기술된다. 

수정 변환된 전산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부프로그램 (subroutine)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조상 구역지진원에 의한 지진재해도의 계산과 단층 

지진원에 의한 지진재해도의 계산으로 분류된다. 기능적으로 볼 때， 주 

프로그램 (main program)에서는 자료의 입력과 출력 및 부프로그램의 

제어기능만을 담당하며， 실제 지진재해도의 계산은 부프로그램을 통하 

여 수행된다. 이러한 전산프로그램의 구조는 그림 1-2에 도시되어 있 

다. 

일반적으로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계산을 위한 입력자료는 관련분야 

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 (panel)를 통하여 결정된다. 이 때， 각 구 

성원들로부터 통합된 입력자료가 제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각자 

제시한 입력자료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각 구성 

원은 모든 입력자료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값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각 

각의 조합에 의한 입력자료의 수는 매우 방대하다(보통 100여 개 이상). 

본 연구과제에서는 이러한 방대한 양의 입력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효율 

성도 고려하였다. 

구역지진원과 단층지진원에 의한 재해도를 분리해서 계산하는 것이 

프로그램 작성에는 용이하나， 이는 이 후에 두 재해도를 통합하는 추가 

작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작업은 입력자료의 수가 많을 때에는 매 

우 번거롭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구역지진원과 단층지진원의 조 

합에 의한 재해도를 한번에 계산할 수 있도록 통합하였다. 이에 따른 

전산프로그램의 흐름도가 그림 1-3에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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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지진재해도 전산프로그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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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3 지진재해도 전산프로그램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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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론적 배경 

부지로부터의 거리가 r 인 곳에서 크기 m 인 지진이 1회 발생 

할 때 부지에서 관측되는 지반운동치의 값이 y 를 초과할 확률을 

p(y I m， γ) 라고 하면， 가능한 모든 거리 및 크기를 고려하였을 때의 

초과확률 Py 는 다음과 같다. 

Py = P(Y능y) 
(1-1) 

= iJmP(Y능y 1m, γ)1 M(m)1 R( r) d md r 

위에서 IM(m) 및 1 R( γ) 는 각각 크기 및 거리에 대한 확률밀도함 

수(probabi1ity density function)이 다. 피 적 분함수 .중 조건부확률 

p(. I .) 의 계산은 지진발생모텔에 따라 다르다. 한편， 이후의 

모든 수식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대문자는 확률변수(random 

V따iable)를 나타내며 소문자는 확률변수의 정해진 값을 나타낸다. 

특정 지진원 내에서의 지진의 크기에 따른 상대적 발생빈도는 다음 

의 Richter(참고문헌 [59])의 규모-빈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logN= a- bM (1-2) 

위에서 a， b 는 상수이며 ， N 은 크기 M 보다 크거나 같은 지진 

의 발생횟수이다. 식 (1-2)로부터， 지진의 크기에 대한 확률밀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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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m) 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fM(m) = βk exp[ - ß(m - m min) ], 
(1-3) 

( m min ::;: m::;: m max) 

위 식에서 k -1 = 1 - exp [ -β(m max - m min)] 이고 β=bln lO 

이며， m_;_ ~ min ^ mmax 는 분석된 지진의 최소 및 최대 크기이다. 

한편， 식 (1-1)의 확률밀도함수 fR(r) 은 지진이 부지로부터의 거 

리 γ 에서 발생할 확률에 관계되는 값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지진원 

내에서는 어느 지점이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같은 것으로 가정되므로 

r 의 확률분포는 균질분포(unifonn disσibution)를 따른다. 따라서， 확 

률밀도함수 fR(r) 은 지진원의 기하학적 형태 및 지진원과 부지와의 

배열양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치계산에서 식 (1-1)의 적분은 m 및 r 의 증분을 충분히 작게 

하여 합으로 표현된다. 즉
 

Py = p( Y능y) 

= 좋황(Y능y I mi. γ'j)fJ.Á mi)fJ rj)L1쩌y 
(1-4) 

위에서 mi 및 rj 는 각각 i 및 j 번째 구간의 중앙값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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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mj = (i -l)L1m + L1m/2 

rj = (j -l)L1r + L1r /2 

주요 지진의 발생이 Poisson 분포를 따른다면 연간평균 발생빈도 

v 에 대하여 t 년 동안 % 회 발생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e -lI t ( lI t) n 
P[N = n] = t::; u\ V~! , n = 0,1,2,... (I-5) 

n! 

따라서， 부지에서의 지반운동 관측치 Y 가 y 보다 크다는 조건하에서 

지진이 % 회 발생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P[N= n I Y> y] = 
e -ι IIt(py lI t) n 

n! n = 0, 1, 2, . . . (I -6) 

지진공학적으로 특히 관심 있는 것은 Y싫 , 즉， 기간 t (보통 1 

년)동안의 최대값의 분포이다. 이에 대한 누적확률분포는 다음과 같다. 

Fy앓 (y) =P[Y싫들 y] 

= P[N= 0 I Y>y] 

= exp( - Py lI t) 

=[F y잃 (y)]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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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mj = (i -l)L1m + L1m/2 

rj = (j-l)L1r + L1γ/2 

주요 지진의 발생이 Poisson 분포를 따른다면， 연간평균 발생빈도 

v 에 대하여 t 년 동안 % 회 발생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e - lI t ( vt) n 
P[N = %] = J , η = 0 ,1, 2 , . . . (1-5) 

따라서， 부지에서의 지반운동 관측치 Y 가 y 보다 크다는 조건하에서 

지진이 η 회 발생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P[N= n I Y>y] = 
e -ι IIt(py vt) n 

n' n = 0, 1, 2, . . . (1-6) 

지진공학적으로 특히 관심 있는 것은 Y싫 , 즉， 기간 t (보통 1 

년)동안의 최대값의 분포이다. 이에 대한 누적확률분포는 다음과 같다. 

F y싫 (y) = P[ Y싫들 y] 

= P[N= 0 I Y>y] 

= exp( - Py vt) 

=[F y없 (y)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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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F y싫 (y) 는 1년 동안의 관측 최대값 Y넓x 에 대한 누적 

확률분포이다. 

1년의 기간에 관측된 지반운동치 중 최대값 Y넓x 가 y 를 초과 

할 확률， 즉 연간 지진재해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R(y) = P [Y싫) y] 

=l-F y밟(y) 

= 1- exp( - Py ll) 

(1-9) 

위 식에서 R(y) 는 지진재해도함수(seismic risk function) , 또는 간단 

히 지진재해도(seismic risk)라고 칭한다. 

부지 주변에 하나 이상의 지진원이 존재할 때， 발생빈도의 기대값 

은 각각의 지진원에 의한 기대값의 합이다. 즉 부지 주변에 M 개의 

지진원이 존재할 때， 식 (1-7)의 지수에 포함된 연간발생빈도의 기대값 

은 다음과 같이 치환된다. 

Py ll= 쏠(p y 끼 i (1-8) 

위에서 (p y ll)j 는 i 번째 지진원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하여 부지에서 

관측되는 지반운동치가 y 를 초과하는 연간발생빈도의 기대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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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 개발의 적
 

목
 

주
 
’ 중의 하나는 재해도의 분해 

(deaggregation)기능 개발에 있음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지진재해도 

의 분해는 지진의 거리 및 크기에 대하여 적용된다. 지진의 거리 및 

크기가 각각 N 및 M 개의 구간으로 나뉘었다면 t 번째 거리구간에 

포함된 지진원에서 발생하는 지진 중 j 번째 규모구간에 속하는 지진 

에 의 한 초과확률은 다음과 같다. 

(py) ii = I _ I __ p( y능y I m, r)!M(m)!R( 샤 dmdr (1-10) 
“ ‘ J reRjJ meMj 

이다. 이때， 총 연간발생빈도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다. 

Py lJ= 찮 I활없ij lJj (1-11)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지진재해도 R(y) 에 대하여는 식 (1-11)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Py lJ 가 충분히 작을 때는( <0.01) 다음 

과 같은 근사가 성립한다. 

R(y) ~ Py lJ 

(1-12) 

- 휠 훨(py) ij lJj 

2.2.1 감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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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에서 야기된 지반운동은 진원과 부지 사이의 매질을 따라 전파 

되는 동안에 감쇄되며， 최종적으로 부지에서의 값은 감쇄공식에 의하여 

예측된다. 지반가속도 및 스펙트럼 가속도 감쇄식에 대하여 본 연구에 

서 채택된 감쇄공식의 일반형은 다음과 같다. 

(lny) mean = Cl + C2 m + C3 m2 + C4 ln (r + rO) + C5 (r + ro) (1-13) 

위에서 예측값 Ymean 는 지반변위， 지반속도， 지반가속도， 스펙트럼변위， 

스펙트럼속도， 또는 스펙트럼가속도의 평균값이며 m 은 지진의 크기 

(규모 또는 진앙진도)이다. 거리 r 은 진원거리이며 단위는 km이다. 

예측값 Ymeaη 가 진도일 때에는 m 은 진앙진도이며 r 은 진앙거리이 

다. 

일반적으로 식 (1-13)에서 세 번째 항은 무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예측값이 웅답스펙트럼 (response spectrum)일 때는， 예측값과 

지진의 크기 m 관계를 선형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작은 감 

쇄 (fraction of critica1 damping), 저 주파수의 단진자(osci1lator)의 경 우 

에 특히 심 각하게 나타난다(참고문헌 {60]). 

진도감쇄식의 경우에는 식(1-13) 및 (1-14)에서 lny 를 y 로 대체 

한다. 이러한 작업은 식 (1-13)과 같은 형태의 감쇄식의 경우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식 (1-13)과 다른 형태의 감쇄식에 대하 

여는 사용자가 직접 소스프로그램을 수정하여야 한다. 

한편 식 (1-13)의 예측값과 실제의 관측값 사이에는 항상 편차가 

폰재며， 이 값은 확률변수로써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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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y = (lny) mean + ê (1-14)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위에서 E 은 예측된 지반운동치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양으로서， 평균이 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2.2.2 구역지진원에 의한 지진재해도 계산 

구역지진원은 지진이 한정된 공간에 밀집되어 발생하는 것이 관측 

되나， 그 지역 내에 존재하는 알려진 지질구조와 명백히 연관되지는 않 

는 경우에 정의된다. 따라서 구역지진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진은 

점지진원(point source)으로 모델링 된다. 이 경우 식 (1-1)의 피적분함 

수 중 조건부 확률은， 지반운동의 불확실성 ê (식 (1-14) 참조)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Y능y I m, r) 

y- C1- C2m- C3m2 - C4m/ - C5γ’ 1 - <jJ( J ~1 ~L; .. r ~，) .. r ~4 “ ) (1-15) 
(Ja 

y - Ymea = <jJ C( 一 %η ) 

va 

위에서 ￠ 는 누적표준정규분포함수(cumulative of standard norrna1 

distribution)이 며 ， r' = r + ro , (Ja 는 E 의 표준편차， <jJ c = 1- <jJ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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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I-4) 또는 식 (I-1)에 포함된 적분중 지진의 크기에 대한 적분 

은 식 (1-3)을 이용하여 간단히 계산될 수 있다. 그러나， 거리에 대한 

적분은 지진원의 모양 및 부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적분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수행된다. 즉， 거리에 대한 적분은 구역지진 

원에 대한 프로그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지진원 내에서 진원의 분포는 균 

질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주어진 미소거리중분(infinitesima1 

distance increment)에 대한 확률은 이 거리증분에 대웅하는 면적에 비 

례한다. 즉， 식 (1-4)에서 미소거리구간 [ rj , rj + L1r] 에 대용하는 확 

률 Pj 는 다음과 같다. 

Pj = fR( γj )L1r 

.C; . 
~ 

- SE 

(I-16) 

위에서 SE 는 대상 구역지진원의 총면적이며 ， Sj 는 거리 rj 에 대웅 

하는 면적이다(그림 1-4 참조). 

총면적 SE 는 근사가 개입되지 않은 값으로써 별도의 부프로그램에 의 

하여 정확하게 계산된다. 반면에 Sj 는 그림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지를 중심으로 하며 반경차가 L1r 인 두 개의 동심원 사이에 포함되 

는 지진원의 면적으로써 ， SE 를 계산하는 부프로그랩과 다른 부프로그 

램에 의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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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T 

그림 1-4. 미소 거리 증분에 의한 호상면적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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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근사된 호상면적 (arc 따ea)을 모두 합하여 구해진 총면 

적 Sa (= 질Sj)에는 호상근사 과정에서 야기된 오차로 인하여 정확한 

면적인 SE 와는 차이가 었다. 수정된 프로그램에서는 SE 와 Sa 사 

이의 차이가 5%를 초과할 경우에 경고 메시지 (warning message)가 출 

력된다. 

오차의 크기는 Llr 의 크기， 구역지진원의 형태， 그리고 구역지진원 

과 부지 사이의 거리.에 관계된다. 이 중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값은 Llr 이며， 이 값의 적절한 범위는 뒤에 다시 논의될 것이다. 

구역지진원에 의한 지진재해도를 계산하고자 할 때， 관련 부프로그램/ 

함수에서 구역지진원의 경계좌표 입력에 대한 특별한 규칙이 있다. 첫 

째， 구역지진원의 경계좌표(꼭지점의 좌표)는 반시계방향으로 입력되어 

야 하며，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 둘째， 구역지진원의 형태는 단순다 

각형 (simple polygon)이어야 하며， 서로 다른 변이 교차해서는 안되며 

다각형의 내부에 공간이 있어서도 안된다. 그림 1-5에 이러한 경우에 

대한 해결 방법의 예를 도시하였다. 

2.2.3 단층지진원에 의한 지진채해도 계산 

과거에는 활성단충이나 열콕과 같은 단충지진원에서 발생하는 지진 

도 구역지진원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마찬가지로 점지진원으로 가정되었 

다. 그러나 단층에 인접한 지역에서 관측된 지진자료에 의하면， 지반운 

동치의 둥고선 형태가 점지진원에서처럽 진앙올 중심으로 한 동심원이 

아니라， 단층을 따라 길게 늘어난 형태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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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복잡한 구역지진원의 단순다각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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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대규모 지진의 둥진도도(isoseismal map)에서도 명 

백히 관측된다. 이는 기존의 점지진원모텔이 실제 관측과 부합하지 않 

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프로그램에서는 단 

층의 유한파쇄모델(finite rupture modeI)을 채택하였다. 

유한파쇄모델을 사용하여 지진을 기술할 때는 먼저 지진의 규모에 

따른 단층파쇄 길이를 추정해야 한다. 파쇄길이와 규모 사이의 관계식 

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log 10μ.) mean= a[+ b[m (I-17) 

위에서 a[ 및 b[ 는 상수이다. 

지반운동 감쇄식과 마찬가지로 파쇄길이-규모 관계식에도 불확실성 

(예측값과 관측값 사이의 차이)이 개입된다. 불확실성의 효과를 재해도 

계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파쇄길이에 대한 확률밀도함수의 개념을 도입 

하였다. 파쇄길이는 로그-정규분포를 따르며， 그 분포함수의 평균은 식 

(I-17)과 같으며 표준편차( (1[ )는 관측 결과에 의하여 주어진다. 

이상의 파쇄길이-규모 사이의 확률개념을 도입하였을 때， 단층 상 

에서 발생한 하나의 지진에 대하여 식 (I-1)의 피적분함수 중 조건부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Y능y I m , r) = J p( Y능y I m, r, Ir)fL(lr) d lr (I-18) 

위에서 lr 은 단층의 파쇄길이며 ， fL (lr) 은 단층 파쇄길이의 확률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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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이다. 식 (1-18)에서 파쇄길이 lr 에 대한 적분이 이루어진 후의 

계산은 식 (1-15)의 계산과 동일하다. 

컴퓨터는 유한한 기억 용량을 가지고 수치 계산만을 수행하므로， 

앞 절에서 제시된 이론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가정/제한이 필요하다. 

<1> 단층파쇄는 초기파쇄점(initi머 rupture point)으로부터 양쪽을 향하 

여 대칭적으로 전파한다. 

<2> 단층파쇄 의 중심 (energy center)은 단충의 양끝으로부터 lr/2이 내 

에 위치할 수 없다. 

<3> 수치 계산상 단층파쇄길이는 ‘평균파쇄길이 +3x 표준편차’ 내에 분 

포한다. 또한， 파쇄면의 폭-길이 비율을 고려한다(defa버t=2/3). 

<4> 파쇄길이는 단층길이보다 작거나 같다. 

<5> 파쇄길이가 단층길이보다 클 때는 단층 전체가 파쇄되며， 이 때의 

파쇄길이는 단층길이와 같으며 이에 대한 확률은 1 이다. 

<6> 단층면의 기하학적인 형태 (geometry ), 즉， 단층의 최소깊이， 최대 

깊이， 경사 등을 고려하나 부지로부터 거리가 10 km를 초과하거나 최 

대깊이와 최소깊이의 차가 1 km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단층의 기하학 

적인 형태를 고려하지 않는다. 한편， 경사는 반드시 동-북 방향으로부 

터 측정한다. 

<7> 단층면 위에 존재하는 파쇄면의 위치는 단층의 최소깊이와 최대깊 

이 사이에 존재하며 그 정확한 위치는 고려치 않는다. 다만， 파쇄면의 

깊이에 대하여 난수의 개념을 적용한 후 그 불확실한 위치를 평균적으 

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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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1>은 관측 결과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나 계산상의 편의를 위 

하여 도입되었다. 가정 <1>로부터 가정 <2>가 도입되며， 가정 <2>는 

단층파쇄길이가 단층길이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된다. 가정 <3>은 확 

률밀도함수의 수치 적분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이 구간은 99.7%의 확 

률에 해당한다. 가정 <4>와 <5>는 기존의 단층이 지진에 의하여 새 

로이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가정 <4> 와 식 (1-17) 

으로부터 하나의 단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크기는 유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 <4>와 <5>는 최대잠재지진(maximum 

potenti머 earthqu밟e)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 

<6>과 <7>을 도입하므로써 단층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지의 

지진재해도를 계산할 때， 단층의 기하학적인 형태에 대한 효과를 반영 

하고 파쇄면의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한다. 

2.3 원내 PC에 프로그햄 절치 

대부분의 경우， 본 연구에서 수정 • 변환된 전산프로그램은 다양한 

목적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프로그랩을 거의 수정할 일 

은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가 발생하였올 때는 소스코드(source code)를 수정하여야 한다. 수정이 

완료되면 L밟ley Fortran 77올 이용하여 실행 파일올 작성한다. 소스코 

드의 이름을 kpsha.for 라고 했을 때， DOS 프롬프트 상에서 실행 파일 

을 만드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c:\user> f7713 kpsha 한펀 

m 

ω
 



c:\user> 3861i파<: kpsha 팀폭괴 

이와 같이 했을 때 user라는 디렉토리 내에 kpsha.exe라는 실행파일이 

생성된다. 이 때， 먼저 user라는 디렉토리와 L하ley Fortran compiler가 

설치된 디렉토리사이에 경로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실행 

파일이 작성되면 지진재해도 계산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의 설치가 완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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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시험부지의 엽력자료 절치 

본 연구에서는 시험부지(위도:35.7094， 경도:129.4781)의 지진재해도 

계산을 위하여 국내 지진원 입력자료로써 6개의 구역지진원과 2개의 단 

층지진원을 고려한다. 먼저 구역지진원의 외각 경계에 해당하는 꼭지 

점의 위도와 경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구역지진원 1 위도 경도 

39.5 125.2 

37.6 125.2 
37.55 126.1 
38.4 126.5 
39.1 126.4 
39.8 126.1 

구역지진원 2 위도 경도 

37.5 126.2 
37.3 126.5 
36.4 126.3 
36.2 126.4 
37.0 127.6 
37.7 127.5 
38.0 127.0 
38.1 126.5 

구역지진원 3 위도 경도 

38.0 129.0 
37.7 128.3 

37.0 127.7 
36.1 126.5 
35.7 126.7 
36.7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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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129.1 

구역지진원 4 위도 경도 

37.4 129.2 
36.45 127.9 
34.9 126.3 
34.4 126.4 
34.5 127.0 
36.4 128.1 
37.2 129.5 

구역지진원 5 위도 경도 

37.1 129.3 
36.4 128.2 
35.5 128.0 
34.7 127.8 
34.8 128.1 
35.4 128.4 
36.1 128.5 
36.7 129.2 

구역지진원 6 위도 경도 

36.1 128.5 
35.4 128.4 
35.2 128.8 
35.9 129.0 

다음은 단층지진완으로써，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을 고려하였고 두 단층 
의 절점의 위도와 경도를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양산단층 위도 경도 

36.6 129.4 
36.2 129.3 
35.8 129.23 
35.2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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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129.05 

울산단층 위도 경도 

36.2 129.2 
35.9 129.3 
35.7 129.34 
35.5 129.4 

이상에서 언급한 6개의 구역지진원과 2개의 단충지진원의 위치와 

시험부지의 위치(위포:35.7094， 경도:129.4781)를 그림 1-6에 도시하였고 

지진활동변수와 관련정보를 표 1-1로 나타내었다. 

한편， 식 (1-1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대지반가속도 감쇄공식에 

관한 것으로써 다음 식을 채택하여 사용한다(참고문헌 [9]). 

( lnY)meaη = 0.4557 十 0.573m - ln r- 0.00589r 

위 식에서 y , m , r 는 각각 최대지반가속도( cm/s2 ), 지진의 크기와 

진원거리(lan)를 나타내며 lny 의 표준편차를 0' = 0.5로 취한다. 또 

한， 식 (1-1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쇄길이와 규모 사이의 관계식으 

로써 다음 식을 채태한다(참고문헌 [61]). 

(log 101 y) mean = - 2.44 + 0.59 m 

위 식에서 ly 과 m 은 각각 파쇄길이와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며， 

lnly 의 표준편차를 0' = 0.16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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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시험부지와 지진재해도 계산을 위한 지진원의 위치. 는 시 

험부지의 위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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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1 구역지진원과 단충지진원의 지진활동 변수 및 관련정보. 

구역지진원 단층지진원 

지진원 지진원 지진원 지진원 지진원 지진원 양산 울산 

1 2 3 4 5 6 단층 단층 

Mmin 4.3 4.3 4.3 4.3 4.3 4.3 4.3 4.3 

Mmax 7.0 7.0 7.0 7.0 7.0 6.3 7.0 7.7 

v 0.0823 0.0627 0.0449 0.0394 0.0:깥퍼 0.0161 0.0248 0.0092 

β-값 1.842 1.842 1.842 1.842 1.842 1.842 1.842 1.842 

depth 
10. 10. 

1 
depth 10. 10. 10. 10. 10. 10. 

30. 30. 
2 

dip 90. 90. 

rwl 2/3 2/3 

가중치 1. 1. 1. 1. 1. 1. 1. 1. 

Mmin : 지진의 최소 크기. 

Mmax : 지진의 최대 크기. 

v : 연평균 지진 발생 빈도. 

depth 1 : 단충의 최소 깊이 (km). 

depth 2 : 단층의 최대 깊이 (km). 

dip : 단층의 경사( 0 ). 

rwl : 파쇄면의 폭/길이 비율. 

- 29 -



4. 국내 시험부지에 대한 프로그햄 시험계산. 

4.1 변수의 최적값 추천 

컴퓨터에서 모든 계산은 유한한 크기의 값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모든 수치계산에는 필연적으로 수치오차(numerical error)가 수반된다. 

여기에서 수치오차는 협의의 오차로써， 프로그랩 작성 시 모델의 단순 

화를 위하여 도입된 가정에 의하여 야기되는 오차를 제외한， 단지 프로 

그램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입력치에 의하여 변화되는 오차만을 의미한 

다. 

일반적으로 수치계산의 정확도는 계산 간격을 작게 함으로써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계산 간격의 감소는 계산시간의 증가를 초래하므로 

계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계산 간격이 충분히 작아지면， 이때부터는 

계산 간격을 더 작게 하여도 정확도가 민감하게 변화하지 않는다. 이 

때， 정확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 trade-off)하여 셜정된 값이 여기에 

제시된 최적값이다. 

본 프로그랩에서 이에 해당되는 입력치는 수치적분에 필요한 규모 

증분(AMSTEP)， 거 리 증분(DSTEP)， 파쇄 중심 간격 (ECIN) , 파쇄 적 분 

횟수(NRL)， 그리고 파쇄면 위치 모사 횟수(NSIM:)01 다. 이 중에서 

AMSTEP는 구역지진원 및 단층지진원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DSTEP 

는 구역지진원에만， ECIN, NRL 과 NSIM:은 단층지진원에만 영향을 미 

친다. 재해도 계산에 필요한 입력자료에 대한 설명은 5 절을 참고한다. 

AMSTEP는 규모에 대한 확률밀도함수의 적분에 관련된 변수이며 

DSTEP은 지진원의 호상면적의 계산에 관련되므로， 적분결과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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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호상면적의 변화를 통하여 이 두 변수의 최적값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적분결과나 호상면적의 변화가 최종 재해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항상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종 재해도의 변화를 통하여 

최적값을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언급된 변수의 최적값 추정에 사용된 지진원은 3 절에서 제시된 바 

와 동일하게 구역지진원 6개와 단충지진원 2개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단층지진원의 파쇄면으로부터 거리가 10 km이상인 부지의 재해도 계산 

에는 단층의 기하학적인 형태(경사， 단층의 최소 • 최대깊이， 파쇄면의 

깊이， 파쇄면의 폭/길이 비율 둥)에 대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단 

층지진원과 관련된 변수의 최적값 추정을 위해서는 단층에 충분히 가까 

운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언급된 5개의 변수 중에서 NSIM은 

단층파쇄면에서 거리가 10 km 이상인 부지의 재해도 계산에 전혀 영향 

을 주지 못하므로 그 부지에서는 NSIM의 최적값 추정이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산단층과 가깝게 위치한 부지(위도:35.799
0

， 

경도:129.23 0 )를 변수의 최적값 추정을 위한 부지로 선정한다. 또한， 

최적값 추정시 단층의 최소깊이는 10 km 이하로 선택한다. 그림 1-7에 

최적값 추정을 위한 부지와 지진원의 위치를 도시하였다. 

주어진 부지에서 언급된 5가지 변수값의 변화에 따른 재해도 계산 

결과를 표 1-2로 나타내었다. 한편， 최대지반가속도 200 Cm/S2에 대웅 

하는 최종지진재해도 값의 변화로부터 변수의 최적값을 추정한다. 표 

1-2에서 특정한 변수의 변화에 따른 재해도를 계산할 때， 나머지 변수 

들의 값은 수치계산이 안정될 수 있는 적절한 값으로 고정시킨다. 이 

와 같이 고정시키는 값으로써 DSTEP, AMSTEP, ECIN, NRL, NSIM 

을 각각 0.1 km, 0.1, 1.0 km, 10, 200으로 각각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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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변수의 최적값 추정을 위한 부지와 지진원의 위치. 는 최 

적값 추정을 위해 선정된 부지의 위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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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변수값의 변화에 따른 최종지진재해도의 변화 

DSTEP (km) 최종지진재해도 상대적 변화량(%) 비고 

0.1* 0.103E-09 0 
1 0.103E-09 0 구역지진원만 

2 0.103E-09 0 고려되었음 

3 0.104E-09 0.97 
5 0.104E-09 0.97 
10 0.105E-09 1.9 

AMSTEP 최종지진재해도 상대적 변화량(%) 비고 

0.01* 0.254E-02 0 
0.02 O.껑4E-02 3.9 구역지진원과 

0.03 0.241E-02 5.1 단충지진원이 

0.05 0.2강E-02 10.6 고려되었음 

0.1 0.217E-02 14.6 
ECIN (km) 최종지진재해도 상대적 변화량(%) 비고 

0.1* 0.216E-05 0 
0.2 0.218E-05 0.9 단층지진원만 

0.5 0.221E-05 2.3 고려되었음 

1 0.225E-05 4.2 
2 0.269E-05 24.5 

NRL 최종지진재해도 상대적 변화량(%) 비고 

50 0.283E-06 3.3 
100 0.273E-06 0.4 단층지진원만 

150 0.276E-06 0.7 고려되었음 

200 0.272E-06 0.7 
껑0* 0.274E-06 0 

NSIl\1 최종지진재해도 상대척 변화량(%) 비고 

5 0.271E-05 20.4 
10 0.246E-05 9.3 단충지진원만 

50 0.228E-05 1.3 고려되었음 

100 0.226E-05 0.4 
200* 0.225E-05 0 

* 상대적 변화량 계산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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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에서 DSTEP의 변화에 따른 재해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 변수 

값의 크기가 10 km보다 작아지면서부터 재해도 값이 상당히 안정적으 

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역지진원에 의한 재해도에만 영향 

을 미치는 DSTEP의 최적값으로써， 10 km까지 사용할 수 있다. 

DSTEP을 제외한 나머지 4 개 변수는 모두 단층지진원에 관련된 

것이다. AMSTEP은 구역지진원과 단층지진원에 의한 재해도 변화에 

모두 영향을 주지만， ECIN, NRL 과 NSIM은 단지 단층지진원에 의한 

재해도의 변화에만 영향을 끼친다. 한편 여기서 변수의 최적값 추정을 

위해서 선정한 부지는 매우 단층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 

요가 있다. 부지가 단층에 가까이 위치함으로써 멀리 위치할 경우보다 

변수값의 변화에 대한 재해도의 변화가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밀하게 단층지진원에 의한 재해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밀하게 변 

수를 분해시키거나 불확실성에 대한 변수의 반복횟수 등을 크게 늘려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곧 계산시간의 증가를 의미한다. 

AMSTEP의 경우에 최종지진재해도값이 작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그 최적값을 0.02-0.03으로 추정할 수 있다. ECIN의 경우에는 1 

km 이하의 값을 최적값으로 추천할 수 있다. NRL의 값이 50 이상일 

때， 최종지진재해도의 값이 상당히 안정적이므로 변수의 최적값으로써 

50-100을 추천한다. NSIM의 경우에 그 값 10이상이 되면 재해도의 변 

화가 거의 없으므로 변수의 최적값으로써 10-50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추천된 변수의 최적값은 시험부지와 지진원의 배치 또는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그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사용자는 부지의 재해도 계산에 앞서 반드시 적절한 최적값 도출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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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험부지의 지진재해도 계산 

3 절에서 언급한 국내 시험부지(위도:35.7094， 경도:129.4781)의 입력 

자료와 4.1 절에서 추천된 프로그램 변수의 최적값을 바탕으로 지진재 

해도를 시험 계산한다. 시험계산에 필요한 입력자료의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5.1 절에서 다루게 된다. 5.1 절의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지진재해도 계산시 거리와 규모 구간을 각각 2개로 분해하여 그 

결과를 얻었다. 재해도 계산에 기준이 되는 지반운동은 최대지반가속 

도이며 그 값을 초과할 확률로써 재해도가 평가된다. 출력결과의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5.2 절에서 이루어지며 시험부지에서 주 

어진 최대가속도(Cm/S2)에 관한 지진재해도 시험 계산 결과를 요약하면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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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국내 시험부지의 지진재해도. 

거리구간 o - 100 km, 규모구간 4.3 - 5.0 

가속도 10.0 50.0 100. 150. 200. 250. 300. 500. 700. 900. 

---…-----------------------‘---…-----.------------------
재해도 2.αlE-02 3.17E-03 3.99E-04 7.았￡→l5 1.69E-(J5 4.68E-06 1.47E-06 3잃E-08 1.74E-09 1.49E-10 

거 리 구간 o - 100 km, 규모구간 5.0 - 7.7 

가속도 10.0 50.0 100. 150. 200. 250. 300. 500. 700. 900. 

----‘--------------………--……--……·‘………-----“- ·…---------‘-.--‘----‘…------------------------‘i ““---‘-----‘----
재해도 1.06E-02 4.64E-03 1.92E-03 9.55E-04 5.35E-04 3쟁E-04 2.12E-여 5.47E-(J5 l.84E-05 6.9IE-06 

거 리 구간 100 - 900 km, 규모구간 4.3 - 5.0 

가속도 10.0 50.0 100. 150. 200. 250. 300. 500. 700. 900. 
-------------_.--- ---------------------------------“‘---‘ i 

재해도 1.04E-(J5 2.3IE-09 3.67E-12 3.72E-14 9.앓)E-16 4.77E-17 3.47E-18 0.00 0.00 0.00 

거리구간 100 - 900 km, 규모구간 5.0 - 7.7 

가속도 10.0 50.0 100_ 150. 200. 250. 300. 많lO. 700. 900. 
--.-------------------- “----‘-----------.--------.-------.---.--------

재해도 7.80E-04 6.00E-07 2.44E-09 4.40E-ll l.77E-l~ 1.18E-13 1.13E-14 7.97E-18 5.42E-20 0.00 

총 지진재해도 

가속도 10.0 50.0 100. 150. 200. 250. 300. 500. 700. 900. 

--………-----------------‘------‘---------------
재해도 3.2IE-02 7.81E-03 2.31E-03 1.αlE-03 5.52E-04 3.3IE-04 2.13E애4 5.48E-(J5 1.84E-05 6.9I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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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 지침서 작성 

5.1 입력자료 

수정， 변환된 전산프로그랩은 3개의 입 · 출력 기구(device)를 갖는 

다. 1번 및 2번 유니트(unit)는 입력기구이며 3번 유니트는 출력기구이 

다. 

1번 유니트에 접속되는 파일에는 입력자료가 수록된“입력파일의 이 

름과 그 출력자료를 기록할 출력파일의 이름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법 

은 여러가지 업력값에 대한 작업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채택된 

일종의 배치작업 (batch work) 기능과 유사하다. 

2번 유니트에 접속되는 파일에는 재해도 계산에 필요한 입력자료가 

수록되며， 자료 입력시 사용자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자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unformat으로 원힌다. 업력자료에 대한 설명은 다 

음과같다. 

2장의 차드가 CARD 1의 변수에 대하여 필요하다. 

CARD 1, TITLE 

TITLE 업력자료에 관련된 셜명이나 정보를 80자 이내에 

서 입력 

CARD 2, LCD, NPRNT, NAREA, NFLT, NPC, AMSTEP, NBS 

LCD 지리좌표의 형식. 1은 구면좌표계， 2는 직각좌표 

계. 

m 

이
 



NPRNT 

NAREA 

출력양식의 형태. 1은 상세한 정보를 출력， 2는 

요약된 정보를 출력. 

구역지진원의 수(1에서 107~까지 가능). 구역지진 

원이 없을 때는 O. 

NFLT 단층지진원의 수(1에서 10개까지 가능). 단층지 

진원이 없을 때는 O. 

NPC 입력된 일련의 지반운동치 중에서 원하는 지반운 

·동치의 위치를 입력. 이 값에 대웅하는 재해도에 

공헌도가 가장 큰 지진원을 찾아냄. 

AMSTEP 지진의 크기에 대한 수치적분시 증분의 크기. 

NBS 배경지진(background seismicity)의 유무를 표시. 

1이면 배경지진이 고려된 경우이고， 0이면 고려 

되지 않은 경우임. 

CARD 3, NDB, DBIN( l), ... , DBIN(NDB) 

NDB 거리구간의 경계값의 수(8개까지 가능). 

DBIN( . ) 거리구간의 경계값. 

CARD 4, NAMB, AMBIN( l), ... , AMBIN(NAMB) 

NAMB 지진의 크기구칸의 경계값의 수(8개까지 가능). 

AMBIN( . ) 지진의 크기구간의 경계값. 

CARD 5, INB, PRISK(1), ... , PRISK(INB) 

INB 내삽으로 계산될 지반운동치의 수(8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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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K( . ) 내삽으로 계산될 지반운동치에 대웅하는 재해도. 

CARD 6, IGM, NATI, ATI(1) , . . . , ATI(NATI) 

IGM 지반운동의 형태. 진도인 경우는 1, 지반가속도 

인 경우는 2, 스펙트럼 가속도인 경우는 3. 

NATI 

ATI( . ) 

CARD 7. NA 

지반운동치의 수(10개까지 가능). 

지반운동치. 

NA 지반운동 감쇄식의 수(5개까지 가능). 

NA 장의 카드가 CARD 8의 변수에 대하여 필요하다. 

CARD 8, C1 , C2, C3, C4, C5, RZERO, SIGA, DLL 

C1, ... , C5 다음 지반운동 감쇄식의 계수(Cl ， C2, C3, C4, C5). 

(lnY)mean = Cl+ C2 m+ C3 m2+ C4 ln(r+ro)+ C5 (r+ro) 

여기서， m은 지진의 크기， r은 진원거리. 

RZERO 위 식 에 서 ro의 값(km) 

SIGA 지 반운동치 가 log-normal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 

할 때， 그에 대한 표준편차. 분산을 고려하지 않 

을 때에는 충분히 작은값(예를 들면， 0.01)을 대입. 

DLL 감쇄식이 적용되는 최소거리 (km). 

CARD 9, DSTEP 

DSTEP 지진원 내에서의 면적적분(arc 따ea 근사)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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닙
 
E 

Z 

ο
 

피
 넉 

NAREA가 0일 때는 CARD 10 및 CARD 11을 생략한다. 

NAREA 장의 차드가 CARD 10의 변수에 대하여 필요하다. 

CARD 10, COEFA, IAA, AMMINA, AMMAXA, RATEA, BETAA, 

NAP, DEPTHA. 

COEFA 구역지진원의 가중치. 

파A 구역지진원에 적용될 감쇄식의 번호. 

AMMINA 구역지진원의 최소지진의 크기. 

AMMAXA 구역지진원의 최대지진의 크기. 

RATEA 구역지진원의 연평균 지진발생 빈도. 

BETAA 구역지진원의 β 값. 

NAP 구역지진원의 꼭지점의 수(20개까지 가능). 

DEPTHA 구역지진원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진원깊이 (km). 

NAREA. NAP 개의 차드가 CARD 11의 변수에 대하여 필요하다. 

CARD 11, AX, A Y 

AX, AY 구역지진원의 꼭지점 X. Y 좌표. 꼭지점의 좌표 

는 반드시 반시계방향으로 입력되어야 함. 

NBS가 0일 때는 CARD 12를 생략한다. 

CARD 12, IAB, AMMINB, Mα~， RATEB, BETAB, DEPT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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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B 배경지진원대에 적용될 감쇄식의 변호. 

AMMINB 배경지진원대의 최소지진의 크기. 

Al\α돼XB 배경지진원대의 최대지진의 크기. 

RATEB 배경지진원대의 면적 10.000 km
2 당 연평균 지진 

발생빈도. 

DEPTHB 배경지진원대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진원깊이 (km). 

NFLT가 0일 때는 CARD 13부터 CARD 17을 생략한다. 

CARD 13, ISEED 

ISEED 난수 발생 장치의 번호로써 정수를 기입함(예를 

들면 7을 입력) 

CARD 14, NRL, ECIN, NSIM 

NRL 단층의 파쇄 길 이 (rupture length)에 대 한 수치 적 

분을 위한 구간의 수. NRL=1이면 파쇄길이에 대 

한 분산이 고려되지 않음. 

ECIN 에너지 중심간의 거리. 

NSIM 단층면 상의 파쇄면의 위치를 모사하는 횟수 

NFLT 개의 카드가 CARD 15의 변수에 대하여 필요하다. 

CARD 15, AL, BL, SIGL 

AL, BL 다음 파쇄길이-지진크기 관계식의 계수(aL， bd 

(1og 1r )mean = aL + bL • m , 1r은 파쇄길이， m은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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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L log lr 의 표준편차. 이 값이 0.01보다 작으면 분 

산이 고려되지 않음. 

NFLT 개의 카드가 CARD 16의 변수에 대하여 필요하다. 

CARD 16, COEFF, IAF, AMMINF, AMMAXF, RATEF, BETAF, 

NFP, DEPTHF1, DEPTl돼2， DIP, RWL 

COEFF 단층지진원의 가중치. 

파F 단층지진원에 적용될 감쇄식의 번호. 

Al\αilINF 단층지진원의 최소지진의 크기. 

AMMAXF 단층지진원의 최대지진의 크기. 

RATEF 단층지진원의 연평균 지진발생 빈도. 

BETAF 단층지진원의 β 값. 

NFP 단층을 여러 개의 직선으로 근사했을 때， 그 직선 

의 수. 

DEPTHF1 단층의 최소깊이. 

DEPTHF2 단층의 최대깊이. 

DIP 단층의 경사로써 반드시 동북방향으로부터 측정. 

RW工 파쇄면의 폭/길이 비율(default=2/3). 

NFLT. (NFP+1)개의 카드가 CARD 17의 변수에 대하여 필요하다. 

CARD 17, FX, FY 

FX, FY 단층지진원을 구성하는 절점(양 끝점 포함)의 좌 

표. 하나의 지진원에 대하여 217~까지 가능. 

- 42 -



CARD 18은 부지의 좌표로서 원하는 만큼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CARD 18, SX, SY, GDX, GDY, NGDX, NGDY 

SX, SY 부지의 X, Y 좌표. 격자상의 부지일 때는 좌측 

하단의 좌표. SX의 값이 -9.000 보다 작으면 입 

력자료의 끝올 표시함. 

GDX, GDY 격자상 부지일 때， 격자간의 X, Y 간격. 

NGDX, NGDY 격자상 부지일 때， X, Y방향으로의 격자의 수 . 

. 값이 1보다 작으면， 격자를 구성하지 않음. 

위에 셜명된 모든 변수열(v따iable array)의 크기 (array size)는 

PARAMETER 선언문에 선언된 값으로 결정된다. 구역지진원의 꼭지 

점의 수와 단층지진원의 절점의 수는 NPFS에 의하여， 구역지진원 및 

단층지진원의 수는 NPS에 의하여， 지진재해도가 계산될 지반운동치의 

수 및 부지의 수는 NP1에 의하여， 감쇄공식의 수는 NPA에 의하여， 그 

리고 거리구간， 지진의 크기구간， 내삽 계산의 수는 NPB에 의하여 결 

정된다. 따라서 특정 변수의 크기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는， 프로그램 

서두의 PARAMETER 선언문에서 해당되는 변수의 값을 변화시키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실행파일(execution file) 이 차지하는 기억용 

량(memory size)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들 변수들이 각 프로그램 사 

이에서 COMMON 문에 의하여 공유되고 있으므로， 해당 프로그램을 

모두 찾아 고쳐주어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입력자료의 예로써， 4.2 절에서 국내시험부지의 지 

진재해도 계산시 사용한 입력자료를 표 1-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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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프로그램의 입력 예 지진재해도 표 1-4 

Example of input file to the program ’KPSHA ’: 
File Name : BEST.INP/OUT/SUM 
1 1 6 2 5 0.02 0 
3 O. 100. 900. 
3 4.3 5. 7.7 
6 0.00001 0.00005 0.0001 
2 10 10. 50. 100. 150. 
1 
4.557 
1. 
1. 1 
1. 1 
1. 1 
1. 1 
1. 1 
1. 1 
125.2 
125.2 
126.1 
126.5 
126.4 
126.1 
126.2 
126.5 
126.3 
126.4 
127.6 
127.5 
127.0 
126.5 
129.0 
128.3 
127.7 
126.5 
126.7 
127.7 

129.1 

0.0005 0.001 0.005 
200. 250. 300. 밍o. 900. 700. 

0.0 0.5 0.0 

10. 
10. 
10. 
10. 
10. 
10. 

-0.00589 

ζ
U
 
。
。

η
I
 ?‘ 
。
。

A
a
τ
 

1.842 
1.842 
1.842 
1.842 
1.842 
1.842 

area 1 

area 2 

area 3 

-1.0 

0.0823 
0.0627 
0.0449 
0.0394 
0.0256 
0.0161 

0.0 

7.0 
7.0 
7.0 
7.0 
7.0 
6.3 

0.573 

3 
3 
3 
3 
3 
3 
5 
5 

또
 
4 
J 

。j5 
3 
4 
2 
D 
7d 

nM 

J 
D 
j 

0·J 

?
나
 

<·J

5 

Aii 

A* 

A% 

4-Aii 

A
냥
 
Q
ι
 7l 

껴l
 

gu 

Qu 

Qu 

껴t
 

7’ 
”b 

GU 

7J 

7
• 

gu 

gu 

gu 

?1 

71 

cu 

ζ
u
 
ζ
u
 ?l 

qJ 

nJ 

qJ 

끼
J
 
η
J
 η
J
 qJ 

qJ 

qJ 

qJ 

끼
J
 nJ 

qJ 

nJ 

nJ 

qJ 

끼
J
 qJ 

qJ 

끼
J
 q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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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계속 

2 
9 
3 
A 
D 
J 
5 
3 
2 
D 

。jJ 
4 
5 
2 
5 
4 
3 
D 

mN 

μ써
 μ
%
 

1 
1 
A 
3 

잃
 
J 

m씨
 
2 
3 

잃
 
A 

m 

m
ω
 
m
μ
 

m 

m
ω
 
m넓
 때
 m
ω
 

m 
m 
m@ 

m때
 

m@ 

m넓
 m
ω
 
m
ω
 
m
ω
 
때
 
7 

m
ω
 
검
 강
 L 
L 

때
 때
 때
 m
ω
 
m
ω
 
m
ω
 
때
 때
 때
 

37.4 area 4 
36.45 
34.9 
34.4 
34.5 
36.4 
37.2 
37.1 area 5 
36.4 
35.5 
34.7 
34.8 
35.4 
36.1 
36.7 
36.1 area 6 
35.4 
35.2 
35.9 

seed of random number generator 
0.2 100 
0.59 0.16 
0.59 0.16 
4.3 7.0 0.0장8 1.842 4 10. 30. 90. 0.667 
4.3 7.7 0.0092 1.842 3 10. 30. 90. 0.667 
36.6 Yangsan Fault 
36.2 
35.8 
35.2 
35.1 
36.2 Ulsan Fa비t 

35.9 
35.7 
35.5 

129.4781 35.7094 O. O. 0 0 

-45-



5.2 출력자료 

재해도 계산 결과의 예로써， 표 1-4에서 주어진 입력자료에 대한 

출력결과를 표 1-5로 나타내었다. 표 1-5에서 원문자는 실제 출력되는 

문자가 아니며 설명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표 1-5에 서 == RESUL T OF RISK CALCULATI0N == 의 메 시 지 

가 나오기 이전에는 표 1-4의 입력자료에 대한 확인을 나타내는 반향자 

료(echo)를 출력시킨다. 그 다음부터 주어진 입력자료에 의한 프로그램 

의 재해도 계산 결과를 출력시킨다. 먼저， CD의 윗줄에 부지의 위치로 

써， 여기서는 경도와 위도를 출력시킨다.<2:>의 윗줄은 지진재해도를 분 

해하여 계산하는 거리와 크기의 구간을 나타낸다. 

@에서 @까지는 주어진 거리구간(distance bin)과 크기구간 

(magnitude bin)에서 지진재해도의 분해 계산 결과를 출력한다. 먼저， 

@에서 @까지는 구역지진원에 의한 재해도 결과를 출력한다.<2:>와 @ 

사이에는 선택된 지반운동치 (200.)에 대한 부지의 재해도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지진원의 번호를 출력한다.@과 @사이에는 나열된 지반 

운동치 (ATI) 이상의 지진에 대한 연간 발생횟수(FREQ!YR)를 출력한 

다.@에서 @까지는 단층지진원에 의한 재해도 결과를 출력한다.@ 

와 @사이에는 선택된 지반운동치 (200.)에 대한 부지의 재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진원의 변호를 출력한다.(5)와 @사이에는 나열된 

지반운동치 (ATI) 이상의 지진에 대한 연간 발생횟수(FREQ!YR)를 출 

력한다. @과 @사이에는 구역지진원과 단층지진원에 의해서 계산된 

재해도 결과를 통합(R1SK!YR)하여 지반운동치 (ATI)별로 출력된다.(j) 

과 @사이에는 주어진 재해도(R1SK!YR)로부터 내삽되어 계산된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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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치 (ATI)가 출력된다.CID에서 @까지는 모든 거리구간과 규모구간 

에 대하여 지진재해도를 분해하여 계산한 결과를 출력하며 그 내용은 

@에서 @까지와 같은 형식을 취한다. 마지막으로，@과 @사이에는 @ 

에서 @까지 모든 거리구간과 규모구간에 대하여 계산된 지진재해도를 

모두 통합한 결과를 출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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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예. 계산 결과의 표 1-5 지진재해도 

Example of input file to the program ’KPSHA’: 
File Name : BEST.OUT/OUT/SUM 

Local coord : SPHERICAL Print option : FULL 
Magnitude step in numerical Integration : .020 

Boundary values of Distance bins: 
O. 100. 900. 

Boundary values of Magnitude bins: 
4.30 5.00 7.70 

0.500E-02 0.100E-02 
Risks at which ground motions are Interpolated : 
0.100E-04 O.500E-04 0.100E-03 0.500E-03 

GROUND ACC. Ground motion Types to be examined : 

Background S려smicity : NOT CONSIDERED 

200.00 G.M. value at which Prime contributor is examined : 

No. of Attenuation formulas: 1 

DLL 
0.0 

SIGA 
0.50 

RZERO 
O. 

c5 
-0.당웠E-02 

c4 
-1.00 

C3 
O.αm 

C2 
0.573 

C1 
4.56 

.. * AREA SOURCES * .. 

DEP1‘H 

10.0 
10.0 
10.0 
10.0 
10.0 
10.0 

뾰
 
6 
8 
7 
7 
8 
4 

BETAA 
1.84 
1.84 
1.84 
1.84 
1.84 
1.84 

Distance Step size of Aπ area intgration: 1.αm 

RATEA 
O.없3E-01 

0.6:강E-01 

0.449E-01 
O.잃4E-01 

0.256E-01 
0.161E-01 

뼈
 
m 
m 
m 

때
 때
 뻐
 

m 

때
 뼈
 때
 m뼈
 때 뼈
 

WEIGHT ATTN 
1.이JO 

1.αJO 

1.αJO 1 
1.000 
1.000 
1.000 

1i 

q
ι
 ”J 

Aa1 

R“ 
”o 

6segments 

--- Area Segment Coordiantes ---

1 : Segment coord of Area source 
x y 

125.200 39.500 
125.200 37.600 
126.100 37.550 
126.500 38.400 
126.400 39.100 
126.100 3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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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계속. 

Segment coord. of Area source 2 8 segments 
X Y 

126.200 37.500 
126.500 37.300 
126.300 36.400 
126.400 36.200 
127.600 37.αm 

127.500 37.700 
127.000 38.000 
126.500 38.100 

Segment coo떠. of Area source 3: 7 segments 
x Y 

129.000 38.000 
128.300 37.700 
127.700 37.000 
126.500 36.100 
126.700 35.700 
127.700 36.700 
129.100 37.500 

Segment coord. of Area source 4: 7 segments 
X Y 

129.200 37.400 
127.900 36.450 
126.300 34.900 
126.400 34.400 
127.000 34.500 
128.100 36.400 
129.500 37.200 

Segment coord. of Area souπe 5: 8.segments 
X Y 

129.300 37.100 
128.200 36.400 
128.이m 35.500 
127.800 34.700 
128.100 34.800 
128.400 35.400 
128.500 36.100 
129.200 36.700 

Segment co<πd. of Area source 6: 4 segm잉lts 

X Y 
128.500 36.100 
128.400 35.400 
128.800 35.200 
129.αm 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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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계속 . 

... LINE SOURCES ... 

Rupture intgration Step No. 100 
Energy Center Inteπ외 0.20 

No. of Simulation: 100 

Rupture-Magnitude relations 
FAULT AL BL 

-2.44 0.590 
2 -2.44 O.앉lO 

SIGL 
0.16 
0.16 

WEIGHT A1τ'N MIN MAX RATEF BETAF NFP DEPTH1 DEPTH2 DIP RWL 
1:α)() 1 4.30 7.00 O.248E애1 1.84 4 10.0 30.0 

2 1.α)() 1 4.30 '7.70 0.920E-02 1.84 3 10.0 30.0 

--- Fault Segment Coordinates ---

Segment coord. of a Fault 1 4 segments 
x y 

129.400 36.600 
129.300 36.200 
129.230 35.800 
129.100 35.200 
129.050 35.100 

Segment c∞rd. of a Fau1t 2: 3 segments 
x y 

129.200 36.200 
129.300 35.900 
129.340 35.700 
129.400 35.500 

===================== RESULT OF RIS]{ CALCULATION ===================== 

>>>>> SITE1: 129.48 35.71 <<<<< 
φ 

> > Distance Bin: O. - 100. (km) Magnitude Bin: 4.30 - 5.α)() << 
@ 

... RIS]{ DUE TO AREA SOURCES ... 

Most Dominant source is No. 6 
at the ground motion level of A TI = 200. 

@ 

90.0 0.66700 
90.0 0.66700 

Aπ 10. 50. 때 150. 200. 250. 300. 500. 700. 얹)(). 

FREαYR : 0.578E-ll 0.851E-21 0.242E-26 O.앉!5E-30 0.I08E-32 0.654E-35 0.873E-37 0.221E-42 O.α)() O.α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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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계속 

*** RISK DUE TO LINE SOURCES *** 

Most Dominant source is No. 2 
at the ground motion level of A TI = 200.0 

@ 

A TI 10.0 50.0 100. 150. 200. 250. 300. 500. 700. 900 
FREQIYR : 0.210E-01 0.318E-02 0.399E-03 0.727E-04 O.I69E-04 0.41였:E-05 0.147E-05 O.잃5E-07 0.174E-08 0.149E-09 
@ 

***** TOTAL RISK ***** 

A TI 10.0 50.0 100. 150. 200. 250. 300. 500. 700. 900. 
RISKIYR : 0.208E-01 0.317E-02 0.399E-03 0.726E-여 0.169E-여 O.뼈8E-05 0.147E-05 0잃5E-07 0.174E-08 0.149E-09 
@ 

***** INTERPOLATION OF GROUND MOTION ***** 

ATI 228. 170. 146. 98.2 89.2 45.8 
RISKIYR: 0.100E-04 O.500E-여 O.I00E-03 O.500E-03 0.100E-02 0.500E-02 
@ 

@ >>Distance Bin : O. - 100. (km) Magnitude Bin: 5.00 - 7.700<< 

*** RISK DUE TO AREA SOURCES *** 

Most Dominant source is No. 5 
at the ground motion level of A TI = 200. 

ATI 10. 50. 100. 150. 200. 250. 300. 500. 700. 900. 
FREQ/YR : O.당J6E-03 0.413E-06 O.I83E-08 0.361E-I0 0.157E-ll 0.111E-12 0.112E-13 0.928E-17 0.504E-19 0.772E-21 

*** RISK DUE TO LlNE SOURCES *** 

Most Dominant source is No. 2 
at the ground motion level of A TI = 200.0 

A TI 10.0 50.0 100. 150. 200. 250. 300. 500. 700. 얹)(). 

FREQIYR : 0.10IE-01 0.465E-02 0.I92E-02 O.앉55E-03 O.535E-03 0.326E-03 0.212E-03 0.547E-04 0.184E-04 0.69IE-05 

***** TOTAL RISK ***** 

ATI 10.0 50.0 100. 150. 200. 250. 300. 500. 700. 900. 
RISKIYR : 0.1아)E-01 0.464E-02 0.192:E-02 O.앉55E-03 0.5:갱5E-03 0.326E-03 0.212:E-03 0.547E-04 0.184E-04 0.69IE-05 

***** INTERPOLA TION OF GROUND MOTION ***** 

ATI 846. 526. 442. 2(뼈 148. 47.5 
RISKIYR: 0.100E-여 O.500E-여 0.100E-03 O.500E-03 0.100E-02 0.500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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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계속 

> > Distance Bin: 100. - 900. (km) Magnitude Bin: 4.30 - 5.이)() << 

*** RISK DUE TO AREA SOURCES *** 

Most Oominant source is No. 5 
at the ground motion level of A TI = 200. 

A TI 10. 50. 100. 150. 200. 250. 300. 500. 700. 900 
FREQIYR: 0.197E-14 0.276E-26 0.992E-33 0.707E-37 0.546E-40 O.l60E-42 0 α)() O.α)() O.α)() 0αm 

*** RISK DUE TO LINE SOURCES *** 

Most Oominant s뼈'Ce is No. 1 
at the ground motion level of A TI = 200.0 

A TI 10.0 50.0 100. 150. 200. 250. 300. 500. 700. 900. 
FREQ/YR : 0.1여E-04 0.231E-08 0.367E-11 0.372E-13 0.986E-15 0.4πE-16 0.349E-17 0.117E-20 0.349E-23 0.342E-25 

***** TOTAL RISK ***** 

ATI 10.0 50.0 100. 150. 200. 250. 300. 당)(). 700. 900. 
RISKIYR : 0.1여E-여 0.231E-08 0.367E-11 0.372E-13 O.앉영E-15 0.477E-16 0.347E-17 O.α)() O.α)() 0.000 

***** lNTERPOLATION OF GROUND MOTION ***** 

ATI 11.5 O.lOOE+07 O.I00E+07 O.I00E+07 O.I00E+07 O.I00E+07 
RISKIYR: O.I00E-04 O.500E-04 O.lOOE-03 O.500E-03 O.lOOE-02 O.500E-02 

>> Distance Bin: 100. - 900. (km) Magnitude Bin: 5.00 - 7.700<< 

*** RISK DUE TO AREA SOURCES *** 

Most Oominant SOlπce is No. 5 
at the ground motion level of A TI = 200. 

ATI 10. 50. 100. 150. 200. 250. 300. 500. 700. 900. 
FREQ/YR : 0.780E-03 O.600E-06 O.껑3E-08 0.439E-I0 0.176E-11 0.1l8E-12 0.1l2E-13 0.794E-17 0.387E-19 0.545E-21 

*** RISK DUE TO LINE SOURCES *** 

Most Oominant source is No. 1 
at the ground motion level of A TI = 200.0 

ATI 10.0 50.0 100. 150. 200. 양iO. 300. 500. 700. 앉)(). 

FREQ/YR : 0.497E-06 O.654E-09 0.2:갱E-ll O.않애E-13 O.l36E-14 O.852E-16 O.772E-17 0.479E-20 O.217E-22 O.294E-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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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5 계속. 

***** TOTAL RlSK ***** 

A TI 10.0 50.0 100. 150. 200. 250. 300. 500. 700. 900. 
RlSKIYR : 0.780E-03 O.600E-06 0.244E-(}8 0.440E-10 0.177E-11 0.118E-12 0.1l3E-13 0.797E-17 0.542E-19 O.αm 

***** INTERPOLATION OF GROUND MOTION ***** 

ATI 49.5 47.5 44.9 24.4 O.lOOE+07 O.l00E+07 
RlSKIYR: O.lOOE-04 O.500E-04 O.lOOE-03 O.500E-03 O.lOOE-02 0.500E-02 
@ 

****. GRAND TOTAL RlSK ***** 

ATI 10.0 50.0 100. 150. 200. 250. 300. 500. 700. 900. 

RlSKIYR : 0.321E-01 0.781E-02 0.231E-02 O.l03E-02 0.552E-03 0.331E-03 0.213E-03 O.닮8E-04 O.l84E-04 0.691E-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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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국내 원전부지에 적합한 지반운동 갑쇄식 개발 

지진은 여러 가지 종류의 자연재해 중에서도 가장 격렬하며 극적인 

지질 • 지형학적인 변화와 함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재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상 지진에 의한 최대의 피해는 1556년에 중국 Shensi성(省) 

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하여 830，000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규모의 

인명피해는 태풍， 화산분출 둥 다른 종류의 재해에서는 거의 예상할 수 

없다. 국내에서 발생한 최대의 지진재해는 서기 779년 경주에서 발생 

했으며 집들이 무너져 100여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었다. 전세계적으 

로 매년 규모 3이상의 지진이 100，000회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건조물 

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규모 5이상의 지진도 100회 정도 발생한 

다(참고문헌 [1]). 지진이 고래로 인류의 관심을 끌어온 이유는 일차적 

으로 이러한 대규모의 극적인 재해성 때문이다. 

근년에 와서 지진활동에 관한 연구는 혜발전소를 비롯한 주요 산업 

시셜에 대한 지진위험도 평가가 주요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새로운 

추진력을 얻게 되었으며 특히 지진활동이 낮아 둥한시 되어오던 판 내 

부의 지진활동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한반도는 판구조론적인 견지에서- 볼 때 유라시아(Eurasia)판의 내 

부에 위치하며 따라서 한반도의 지진활동은 미국 캘리포니아나 일본 둥 

지의 판 경계 지진활동(interplate seismicity)과는 다르고 중국내부의 경 

우와 같이 판 내부 지진활동(intraplate seismicity)의 범주에 속한다. 

판내부의 지진활동은 판경계 지진활동에 비하여 시공간적으로 매우 불 

규칙한 특성을 가지며(참고문헌[2]) 엄밀한 의미로써 판구조론적인 셜명 

이 불가능하다. 현재까지도 판내부 지진활동에 관하여 전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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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할만한 통일된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바로 이 점에서 한반도 

의 지진활동의 특성올 이해하려는 노력이 당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 

한반도에 최초로 지진계가 셜치된 시기는 1905년이며 그 전의 지진 

기록은 삼국사기， 고려사， 이조실록 둥의 사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역 

사지진기록은 정량적인 분석을 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며 진앙이나 진도 

둥의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최근까지의 한반도의 지진위험도 평가시 

주로 이러한 역사지진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분석결과 

는 지진구역지도(seismic zoning map)또는 진도와 지반가속도의 최대값 

에 대한 둥고선지도(seismic contour map) 둥으로 표현되었다(참고문헌 

[3] , [4] , [5], [6], [깨). 이러한 역사지진자료의 분석결과는 한반도의 지 

체구조의 지구동력학적 특성연구와 지진위험도 평가시 기초자료로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계기지진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미 

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진에 대한 최대지반운동(peak ground 

motion)이나 웅답스펙트럼 (response spectrum)을 추정하는 연구는 더욱 

중요하며 시급한 문제이다. 

한편 지진위험도를 명가시， 지진구역지도와 지진동고선지도에 의존 

하는 것보다는 예측공식 (predic피.ve equation)에 의한 표현이 더욱 바람 

직하다. 예를 들어， 미국지역의 천발지진에 관하여 최대지반운동과 웅 

답스펙트럼값을 예측하는 공식에 대한 연구가 많은 지진학자들에 의하 

여 이루어졌으며(참고문헌 [8], [외， [10] , [11]), 일본과 같은 지각 판의 

섭입대 (subduction zone)에서 일어나는 지진에 대한 연구(참고문헌 [12] , 

[13])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일차적으로， 예측공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두는 지진의 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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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앙거리를 포괄할 수 있는 계기지진자료가 축적되어야한다. 그러나， 

미국 북동부지역과 같은 지역에서는 강지진자료(strong ground motion 

data base)의 부족으로 인하여 예측공식을 직접적인 경험식으로 개발하 

기가 힘들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의 지진활동을 고려할 때 관측자료 

에 의한 예측공식의 도출은 미국 북동부 지역보다 더 열악한 실정이다. 

한편， 지형 또는 지리적연 특성이 비슷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경 

험적으로 얻어진 예측공식을 그대로 다른 지역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 

은 지진학적 견지에서 볼 때 타당성이 없다. 그 이유로써 각 지역의 

진원기구(source mechanism)와 지반매질특성의 상이성 등을 들 수 있 

다(참고문헌 [14]). 

지진자료가 부족하여 경험적인 예측공식의 도출이 어려운 지역에서 

는 대안으로써 인공적으로 지진자료를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감쇄 

예측공식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과제 수행시 사용한 지진자료 합 

성 방법은 무작위 진동이론(random vibration theory)에 근거를 둔다. 

지진파 합성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나 그 방법론적인 차이에 

상관없이 합성결파에는 연구 대상지역 매질과 지진원 특성이 필수적으 

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진자료의 합성방법은 지반운동의 최대 

값 및 웅답스펙트럼을 추정하는 데에 ←웅용될 수 있다. 

이 단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계기지진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 지진 

원과 지반매질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진자료 합성과정에 반영 

하여 한반도에 적합한 감쇄예측공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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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까지의 국내 계기지진자료 수집. 

최근까지 한반도의 지진활동에 대한 디지털 기록이 초기적 형태로 

체계를 갖춘 것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의 일이다. 대표적인 디지털 

지진기록으로는 1991-1992년 한 • 일 공동으로 수행한 POSEIDON 프로 

젝트의 일환으로 셜치한 임시 관측망에 의한 자료와 1994년부터 현재까 

지 경상분지에 설치된 한국자원연구소의 지진망으로부터 관측된 자료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경상분지에서의 지속적인 지진관측과 지진활동 

및 지반운동의 연구는 이 지역에 건설되었거나 계획중인 원자력 발전소 

부지의 적합성과 내진 설계 기준치과 관련되어 중대한 관심사로 대두되 

어 왔다. 이런 맥락에서 경상분지 내의 주요한 단층의 하나언 양산단 

층에 대한 지진학적인 연구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자원연구소에서는 1994년 경상분지에 5개의 지진관측소의 설치 

를 시작으로 1996년까지 12개의 관측소로 구성되는 지진관측망을 구축 

하였다. 이 관측소들 중에서 9곳이 경상분지의 양산단층일대에 설치되 

어 있으며 나머지는 무안， 구례， 포천에 위치한다. 총 12군데 지진관측 

소의 도식적인 위치를 그림 II-1에 표시하였다. 각 관측소의 이름， 번 

호， 위도， 경도， 지진계의 모델명， 샘플링간격， 자료기록길이 둥은 표 

II-1에 나타내었다. 상세한 기계적인 특성은 참고문헌 [1되에 기술되어 

있다. 

관측망에 셜치된 지진계는 모두 3성분(U-D， N-S, E-W)의 단주기 

및 세미광대역 (semi broad band)수진기와 디지털기록계로 구성되어있 

다. 여기서 세미광대역 수진기의 모텔명은 JC-V200이다. 또한 

GPS(Globa1 Positioning System)과 라디오 시보를 이용하여 시각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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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최소화시키고 각 관측소간 시각의 동시성을 유지하도록 셜계되었 

다. 각 관측소는 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무인관측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템올 통하여 자료를 송수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 

다. 

각 관측소로부터 한국자원연구소의 워크스테이션으로 수시로 수신 

된 자료 중에 서 지 진 인 것 만이 선 돼 되 어 seismo2.kigam.re.kr(IP 

203.247.177.20)에 올려진다. 이러한 지진자료를 전송받기 위하여 서울 

대학교 지진관측소의 LAN에 연결된 퍼스널 컴퓨터에서 ftp로 

seismo2.kig없n.re.kr에 접속한 다음 anonymous로 로그인 한다. 그 다 

음에 pub라는 디렉토리에서 지진자료를 서울대학교 지진관측소의 퍼스 

널 컴퓨터로 전송 받을 수 있다. 지진계 메모리의 크기 제한으로 인하 

여 이러한 방식으로 얻어진 지진자료는 아스키코드(Ascii code)가 아닌 

이진코드(binary code)로 저장이 되어 있다. 따라서， 전송 받은 이진코 

드에 의한 자료를 아스키코드로 변환시켜야 한다. 

본 연구과제 수행시 상기한 지진관측망에 기록된 지진 중 1995년 

12월부터 1996년 12월까지의 기록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지진의 

국지규모가 3.0이상인 기록 21개를 선택하였다. 선택된 지진의 규모와 

진앙을 표 II-2로 나타내었다. 선태된 국지규모의 범위는 한국자원연구 

소에서 발표한 규모 3.0에서 4.2까지의 지진에 해당한다. 

127ß 의 관측소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 

진에 대하여 모든 12개의 관측소에 기록된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개 

3-107ß 정도의 관측소에 기록이 된다. 분석에 사용된 지진기록에 대한 

관측소와 진앙간의 거리를 표 II-3으로 요약하였다. 표 II-2에서 지진 

번호는 지진발생시각의 순서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특별하 

- 58 -



게 상징하는 바는 없다. 

진앙의 도식적인 분포는 그림 II-2에 표기하였다. 그림 II-2에서 

보듯이 진앙의 위도는 33.뼈48。 에서 37.2332。 까지 위치하고 경도는 

125.2400。 에서 130.2294。 까지 위치한다. 전체적인 진앙분포를 살펴보 

면 한반도 내부와 인근 해역에 넓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 

앙분포는 상대적으로 그 발생빈도가 낮은 규모 3.0이상인 것만을 나타 

낸 것으로 상대적으로 발생진도가 높은 규모 3.0미만의 지진은 제외하 

였다. 따라서， 그림. 11-2는 한반도에서의 지진활동에 대한 총괄적인 

양상을 나타낸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상의 지진자료들은 주로 미소지진관측에 적합한 지진계로부터 획득된 

것이며 모두 속도로 기록된다. 또한 이 지진자료는 발파와 같은 인공 

지진은 포함하지 않으며 자연지진으로 판명된 것으로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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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 l.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운영중인 관측소의 위치(1996년말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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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 l. 한국자원연구소 지진관측소 현황(1996년 12월말 상황) 

관측소이 관측소 수진기 기록계 
생플링 기록 

위도 경도 개수 길이 
륨 번호 모텔명 모텔명 

(/초) (초) 

DKJ 
100 35.9싫3 129.1115 JC-V1oo 16ACT 1-K 100 100 

(덕정리) 
HAK 

101 35.9265 129.5030 JC-V100 16ACT 1-K 100 100 
(학계리) 

BBK 
102 

(방방골) 
35.5762 129.4373 JC-V100 16ACT 1-K 100 100 

MKL 
103 35.7295 

16ACT 1-K 
100 

(명계리) 
129.잃36 JC-V100 

(revised) 
100 

MAK 
104 

(매곡리) 
35.3673 129.1788 PMK-110 16SUP 100 80 

CHS 
105 36.1785 129.0910 JC-V2oo 

16ACT 1-K 
100 100 

(청송) (revised) 

KMK 
106 35.3418 128.9268 JC-V1oo 

16ACT 1-K 
100 

(김해) (revised) 
100 

KJM 
107 34.8295 128.5930 JC-V2oo 

16ACT 1-K 
100 100 

(거제면) (revised) 

CGD 
109 35.6036 

16ACT 1-K 

(청도) 
128.없51 JC-Vloo 

(revised) 
100 100 

GRE 
108 35.2587 

16ACT 1-K 
(구례) 

127.4443 JC-V2oo 
(revised) 

100 100 

PCH 
110 

(포천) 
37.9616 127.1341 JC-V200 16ACT 1-K 100 100 

MUN 
111 

16ACT 1-K 
(무안) 

34.9071 126.4잃8 JC-V1oo 
(revised)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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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2. 지진의 규모와 진앙의 위치. 

지진번호 진앙의 위도 진앙의 경도 규모 

EQ01 36.4119 128.1366 3.1 

EQ02 36.4100 128.1400 3.1 

EQ03 34.1311 130.2294 3.3 

EQ04 .35.5700 129.2955 3.0 

EQ05 36.1965 127.5430 3.3 

EQ06 36.4327 128.1665 3.0 

EQ07 35.5069 127.5638 3.1 

EQ08 35.5190 127.5358 3.9 

EQ09 33쩌48 128.4000 3.3 

EQ10 35.5033 127.많47 3.0 

EQ11 34.4519 127.2356 3.8 

EQ12 35.5000 130.2190 3.9 

EQ13 35.4'땅3 130.2006 3.1 

EQ14 35.1850 129.0691 3.0 

EQ15 36.0212 126.5400 3.2 

EQ16 37.2332 ‘ 129.4525 3.2 

EQ17 36.4100 128.0175 3.5 

EQ18 35.3583 129.4857 3.1 

EQ19 36.1낌3 128.1883 3.8 

EQ20 35.5187 127.5308 3.3 

EQ21 36.4716 125.240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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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 지진의 도식척인 진앙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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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 지진이 기록된 관측소와 진앙간의 거리 (km) 

DKJ HAK BBK MKL MAK CHS 

EQ01 114.37 142.12 140.10 

EQ02 113.76 141.50 163.84 139.51 

EQ03 224.04 197.46 168.51 

EQ04 34.30 41.86 33.23 44.13 

EQ05 116.42 150.28 161.24 137.51 107.62 

EQ06 114.20 140.92 164.46 140.23 94.52 

EQ07 106.13 141.12 138.47 118.31 110.00 

EQ08 145.18 143.06 122.73 113.23 

EQ09 잃6.46 252.90 214.10 225.46 

EQ10 103.09 138.04 135.26 115.12 

EQ11 230.49 껑4.65 226.30 222.65 

EQ12 78.35 88.51 101.81 

EQ13 110.97 75.76 85.55 98.95 

EQ14 77.16 41.70 96.78 

EQ15 199.20 잃4.50 234.41 213.84 197.45 

EQ16 170.51 - 190.02 146.94 

EQ17 127.10 156.59 176.47 152.04 110.33 

EQ18 73.86 45.89 33.74 91.47 

EQ19 123.14 - 69.81 

EQ20 110.85 - 123.47 

EQ21 잃5.16 364.00 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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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 계속 

KMH K꾀I CGD GRE PCH MUN 

EQ01 

EQ02 

EQ03 

EQ04 84.77 148.90 

EQ05 -
EQ06 

EQ07 105.33 127.51 

EQ08 110.09 132.48 

EQ09 177.72 119.34 

EQ10 -
EQ11 173.47 118.90 

EQ12 

EQ13 -
EQ14 17.49 71.37 

EQ15 - 203.71 99.38 

EQ16 239.32 

EQ17 169.61 212.31 140.64 162.66 

EQ18 139.64 

EQ19 - 155.25 

EQ20 110.70 131.80 

EQ21 355.27 360.79 250.24 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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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기지진자료 지진원 요소 분석 

2.1. 지진요소 결정 

하나의 지진은 진앙의 좌표 진원의 깊이 발진시각 및 규모의 4가 

지요소로 결정 지워진다. 지진요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의 

정확한 지진파 속도구조가 우선적으로 획득되어야 하며， 진앙 결정방법， 

규모계산식 둥이 요구된다. 한반도의 지진파 속도구조는 다음 단원에 

서 논의 될 것이다. 한편 지진요소를 결정하는 방법은 유일한 것이 아 

니며 지하 지질구조 둥의 차이에 의해 대상지역 고유의 방법을 채태하 

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지진요소 결정방법은 이미 획득된 정확하고 

많은 지진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처리기법이나 새롭게 발전된 적용방법 

에 따라 수정 보완하고 기 획득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진원요소를 결정시 지진기록상에 검출된 신호로부터 초동 

및 다른 뚜렷한 상(phase)의 도달시각과 시간차를 알아야 한다. 즉， 각 

관측소에 기록된 지진파형으로부터 P파 및 S파의 초동시간을 알아야 

하며 도착시간의 판별력올 높이기 위해 기록된 파형을 동일 시간대역으 

로 재편하여 3성분을 상호 비교한다. 진원요소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 

국자원연구소(참고문헌[16])는 초동 도착시간 및 운동방향을 지진파 토 

모그래 피 (seismic tomography)자료처 리 시 time picking용으로 개 발된 

GEOMATE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초동 도착시간으로부터 

진앙 및 발생시간은 김상조(참고문헌 [54])의 지각 속도구조 모텔을 사 

용하여 진앙결정용 프로그램인 HYP071PC로 결정한다. 시각보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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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진앙결정은 P파와 S파의 도착시간의 차이 (PS시) 

만을 이용하였다. 

진앙이 관측망 밖에 위치할 때 P파의 도착시간만을 사용할 경우 

HYP071PC로부터 결정된 진앙은 실제 진앙의 위치에서 가장 인접한 

관측소로 이동하여 놓이게 된다. 이는 모든 진앙결정 프로그랩이 관측 

된 도달시간과 계산된 시간차의 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관측망 밖 

에 위치한 진앙올 결정할 경우 S파의 도착시간， 즉 PS시에 의한 진앙 

과 관측소사이의 거리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한국자원연구소(참고 

문헌[1히)는 P파 및 S파의 초기 도착시칸을 모두 사용하여 진앙을 결정 

한다. 

지진파의 진폭은 진앙과의 거리 및 지역적 감쇄특성 둥에 의해 많 

은 면차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자원연구소(참고문헌[16])에서 

채택하여 사용하는 최대 수직 속도진폭에 의거한 다음 국지규모 결정식 

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다. 

ML = logAz + 1.641og L1 + a (II-1) 

식 (II-1)에서 ， Az (mkine=10-5m/sec)는 수직성분의 최대속도이고 4 

(km)는 진앙거리이며 a는 지진기록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상수로써 

0.22-0.44의 값의 범위를 취하며 여기서는 0.22로 고정한다. 

21개의 지진에 대하여 이렇게 결정되어진 진앙거리와 규모 둥의 지 

진요소와 지진기록의 시간이력 (time history)은 지진원특성을 분석하는 

데 기초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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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반운동 가속도 스팩트럽의 계산 

지반운동의 합성시 입력자료로 사용될 지진원 요소의 특성과 감쇄 

인자 둥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지반운동의 가속도 스펙트럼을 계 

산한다. 현재 획득된 디지럴 자료는 속도성분을 기록한 것이므로 푸리 

에변환(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여 지반운동의 가속도 스펙트럼으로 

변환 가능하다. 

지반으로부터 지진계에 입사하여 기록된 지진자료에는 계기적인 특 

성이 반영된다. 즉， 지진파 자료는 수진기， 증폭기， 지진기록계， 알리아 

싱 방지 필터 (anti-a1iasing filter) 둥을 통과하여 획 득된다. 따라서 지 진 

기록으로부터 이러한 계기적인 효과를 제거하여 지반운동 속도스펙트럼 

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κf) = Ltwa me i2πf많 / R(/) (II-2) 

식 (II-2)에서 V(f) , Z(t) , R(f)는 각각 지 반운동 속도스펙트럼， 지 진 

기록계에 기록된 속도시간이력， 계기스펙트럼을 나타내며 tw 는 시간이 

력에 취해지는 시간창(time window)을 나타낸다. 식 (II-2)는 획득된 

속도시간이력을 푸리에변환하고 이 변환된 값을 주파수 (f) 영역에서 

의 계기웅답(instrument response)으로 나누어 주파수 영역에서의 지반 

운동 속도스펙트럼을 구해낸다. 지반운동 가속도 시간이력은 속도 시 

간이력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고 시칸영역에서의 미분은 주파수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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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U2πf)를 곱해주는 것에 해당하므로 지반운동의 가속도스펙트럼， 

A(f)는 

A(f) = (i 2 π꺼 . V(꺼 (II-3) 

과 같이 얻어질 수 있다. 

2.3 고주파 가속도 스팩트럽 분석 

다양한 지진원 모델중 Brune 모델(참고문헌 [17] , [18])과 ω-제곱 

모델(참고문헌 [19])에 의한 원거리 진폭스펙트럼을 로그-로그축상에 도 

시하였을 때， 특정적으로 소위 코너주파수( fc)라 불리는 지점에서 두 

직선이 교차하는 형태를 띤다. 그림 II-3은 이러한 모텔에 의한 푸리에 

진폭스펙트럼 (Fourier amplitude spectrum) 중 변위 (FD)와 가속도 

(FA)에 대하여 이상화한 것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II-3 

에서 살펴볼 때， 고주파수 영역에서 FD 은 기울기가 -2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이러한 부분은 FA상에서 주파수 축과 평행하게 나타난 

다. 그 이유는 FD 와 FA사이에 다음 관계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FA = FD. ω2 (II-4) 

여기서 ω 는 각주파수를 나타내고 ω=2πf 의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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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l-3 이상화된 변위(FD) 및 가속도(FA)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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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주파 영역에서의 가속도 스펙트럼은 실제로는 그림 II-3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무한주파수까지 주파수축과 평행하게 나타나지 않 

는다. 즉，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넘어서면서 가속도 스펙트럼은 감소하 

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경계주파수(threshold 

frequency)를 그림 II-3에서 1m 이라고 표시하였다. 지진학자들은 1m 

에 대한 설명으로써 두 가지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먼저， Ha띠(s(참고 

문헌 [20])는 지진원에서 발생한 고주파수 성분이 관측지점의 지하 지 

질 구조 둥에 의한 영향으로 감쇄를 일으킨다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한편， Papageorgiou 둥(참고문헌 [21] , [22])은 Hanks와 다른 의 견으로 

써 지진원에서 고주파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관측자료에 대한 분석시 Hanks가 가정한 모텔에 따라 해 

석적인 접근을 한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1m 은 로그-로그축상에서 결정되어진다. 반면， 

Anderson 둥(참고문헌 [23])은 FA를 세 미 로그축(semi-log axis)상에 

도시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즉 가로축은 주파수에 대한 선형축으로 

하고 세로축은 FA에 대한 로그축으로 셜계하였다. 새로운 도시방법 

에 의 해 나타난 두드러 진 양상으로써 Anderson 등(참고문헌 [23])은 

FA의 로그값이 선형적으로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선형 

감쇄현상은 FA값이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시작 

주파수는 Ic근처이거나 그 이상의 고주파수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 

였고 IE라고 칭하였다. 

Anderson 둥(참고문헌 [23])은 많은 스펙트럼 도시에 근거하여 고 

주파 영역에서의 가속도 진폭스펙트럼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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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술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FA = Ao e - 7rxf , f >fE (II-5) 

여기서， Ao는 진원의 특성과 진앙거리 동 여러 가지 요소에 의존하는 

계수이다. 또한 x는 스펙트럼의 감쇄인자(spectral decay parameter)이 

다. 

그림 II-4에서 그림 II-14까지는 선형-로그축상에 지반가속도 진폭 

스펙트럼을 도시한 것이다. 스펙트럼 감쇄인자 x 를 구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진자료는 표 ll-2에서 EQ17, EQ18, EQ19, EQ20, EQ21에 대 

한 것이다. 다른 지진자료를 제외하고 총 5개의 지진에 대하여 실시한 

이유는 지진기록 중 1초당 100개씩 생플링한 것만을 취하였기 때문이 

표 ll-1에 나타난 각 관측소 기록계의 생플링 개수 100은 96년말 다. 

현재를 나타내며 그 이전에는 대부분 1초당 50개씩이었다. 또한 아날 

로그 신호를 생플링할 때 나타나는 알리아싱 (aliasing)을 피하기 위하여 

알리아싱방지필터 (an피-머iasing filter)를 사용하기 때문에 진폭스펙트럼 

이 도시될 수 있는 주파수는 최대 25Hz까지이다. 

x 추정을 위해서 최소자숭기법에 의한 logFA와 주파수 f 사이 

의 선형회기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가 

속도 스펙트럼상에 선형회기분석 직션을 실선으로 표기하였다. 회귀분 

석이 수행된 구간은 분석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며， 본 연구 

에서는 진원코너주파수 근처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스펙트럼이 증가 

해서 감소하기 시작하는 부분)을 넘어선 주파수부터 고주파 잡음을 피 

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 내에서 선형적인 감소를 보이는 부분을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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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H-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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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1 km 

KJM-NS 
212.31 km 

KJM-UD 
212.31 km 

그림 II-4. 지진 EQ17에 대한 지반가속도의 진폭스펙트럼. 관측소이름 

과 성분， 진앙거리 둥은 그림의 우측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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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5. 지진 EQ18에 대한 지반가속도의 진폭스펙트럼. 관측소이름 

과 성분， 진앙거리 둥은 그림의 우측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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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5 km 

그림 II-6. 지진 EQ19에 대한 기록 중 각 관측소의 동서성분 지반가속 

도의 진폭스펙트럼. 관측소이름과 성분 진앙거리 둥은 그림의 우측에 

표시하였다. 

Frequency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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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l-7. 지진 EQ19에 대한 기록 중 각 관측소의 남북성분 지반가속 

도의 진폭스펙트럼. 판측소이름과 성분， 진앙거리 동은 그림의 우측에 

표시하였다. 

Frequency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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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8. 지진 EQ19에 대한 기록 중 각 관측소의 수직성분 지반가속 

도의 진폭스펙트럼. 관측소이름과 성분， 진앙거리 둥은 그림의 우측에 

표시하였다. 

Frequency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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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20-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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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l.80 km 

그림 II-9. 지진 EQ20에 대한 기록 중 각 관측소의 동서성분 지반가속 

도의 진폭스펙트럼. 관측소이름과 성분， 진앙거리 둥은 그림의 우측에 

표시하였다. 

Frequency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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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0. 지진 EQ20에 대한 기록 중 각 관측소의 남북성분 지반가속 

도의 진폭스펙트럼. 관측소이름과 성분， 진앙거리 둥은 그림의 우측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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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 l1. 지진 EQ20에 대한 기록 중 각 관측소의 수직성분 지반가속 

도의 진폭스펙트럼. 관측소이름과 성분， 진앙거리 둥은 그림의 우측에 

표시하였다. 

Frequency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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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2. 지진 EQ21에 대한 기록 중 각 관측소의 동서성분 지반가속 

도의 진폭스펙트럼. 관측소이름과 성분， 진앙거리 둥은 그림의 우측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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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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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79km 

MKL-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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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l-13. 지진 EQ21에 대한 기록 중 각 관측소의 남북성분 지반가속 

도의 진폭스펙트럼. 판측소이름과 성분， 진앙거리 둥은 그림의 우측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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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l-14. 지진 EQ21에 대한 기록 중 각 관측소의 수직성분 지반가속 

도의 진폭스펙트럼. 관측소이름과 성분， 진앙거리 둥은 그림의 우측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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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스펙트럼의 절대적인 값에 상관없이 지 

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도시된 스펙트럼 주파수의 범 

위는 O Hz에서 25 Hz까지이다. 식 (II-5)를 이용하여 그림 II-4에서 그 

림 II-14까지 회귀분석직선의 기울기를 x 로 변환하였다. 표 II-4는 

각 지진기록의 가속도 스펙트럼에 대하여 선형회귀분석으로부터 추정된 

x 값을 정리한 것이다. 

식 (II-5)로부터 추론할 수 있듯이 스펙트럼상에 회귀직선의 기울기 

가 급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x 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x 값 

의 진앙거리에 대한 의존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진앙거리를 가로축으로 

는 하는 도표를 그림 II-15로 구성하였다 x 가 결정적으로 진앙거리 

에 의존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의존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선형회 

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II-15에 나타난 실선은 회귀분석에 의한 직 

선을 나타낸다. 진앙거리 (R )에 대한 x 의 회귀분석식은 

x = 6. 7166x 1 0-3( +3 .4371 X 10-3) 

+ 1.5087 x 10 -4( + 1.4286 x 10 -5)R 
(II-6) 

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x 와 R 의 단위는 각각 초와 km이다. 표 

준편차의 값이 계수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편차의 부 

분적인 원인으로써 관측소 부지의 지질학적 상태 동을 들 수 있다. 그 

러나， 회귀직선에 의한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는 0.73으 

로 계산되며， 이 수치는 x 와 진앙거리 R 사이에 회귀관계가 높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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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4. 추정된 x 값 

지진 진앙거리 관측소 λ~ 걷 1:i- x 
140.64 CGD NS* 0.0522318 
169.61 KMH EW* 0.0싫5128 

EQ17 EW 0.09없611 

212.31 KJM NS 0.1231150 
UD* 0.1378830 

33.74 BBK UD 0.13많490 

EQ18 45.89 HAK NS 0.0358802 
EW 0.0749321 

69.81 CHS NS 0.0340뼈7 

UD 0.0960801 
EW 0.1173800 

EQ19 123.14 BBK NS 0.1274620 
UD 0.0970035 
EW 0.1083850 

155.25 KJM NS 0.1025270 
UD 0.0953001 
EW 0.0391316 

110.85 DKJ NS 0.0405724 
UD 0.03또803 

EW 0.0417141 
EQ20 123.47 MKL NS 0.0727476 

UD 0.0530292 
EW 0.0865잃4 

131.80 KJM NS 0.0702692 
UD 0.096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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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4. 계속 

지진 진앙거리 

201.38 

명0.24 

잃6.75 

EQ21 잃5.16 

355.27 

360.79 

364.00 

* NS : 남북 성분 

EW: 동서 성분 

UD : 수직 성분 

관측소 

PCH 

GRE 

CHS 

DKJ 

KMH 

KJM 

MKL 

- 86 -

성분 x 
0.100392 

EW 0.104071 
NS 0.101428 
UD 0.116478 
EW 0.259852 
NS 0.232621 
UD 0.202990 
EW 0.158555 
NS 0.166310 
UD 0.184709 
EW 0.226566 
NS 0.171008 
UD 0.203081 
EW 0.2192낌17 

NS 0.179917 
UD 0.193904 
EW 0.174988 
NS 0.194100 
UD 0.176181 



0.10 

κ = 0.000150866 R + 0.00671656 

닝 0.05 
• 

.'- -0.00 

0.00 200.00 400.00 
Epicentra1 Distance, R (km) 

그림 ll-15. 선형회귀분석에 의한 x와 진앙거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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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둥(참고문현 [23])에 의하면 스펙트럼 감쇄인자 x 는 한 

관측소로부터 같은 거리에서 발생한 지진들에 대하여 그 값의 변화가 

크지 않고 진앙거리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암반지역과 충적충 지역의 x 값을 비교하므로써 

x 가 고주파 영역의 가속도 스펙트럼 감쇄와 연관이 있음을 소개하였 

다. 

식 (II-6)의 계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x 를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X = X s + x q R (II-7) 

식 (II-7)에서 진앙거리의 계수， x q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스펙트럼 

의 진폭이 거리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함을 고려할 때 특성감쇄인 

자(qua1ity factor) , Q 와 연관될 수 있다. 반면 Xs 는 관측소 부지의 

효과를 반영하며 따라서 경계주파수， 1m 과 연관될 수 있다. 전단파의 

속도 β 를 3.5km/sec로 가정하고 Q= 1/Xß 의 관계를 이용하면， Q 는 

약 1893으로 추정된다. 한편， Noh(참고문헌 [29])는 본 연구와 같은 방 

법올 이용하여 한반도 남동부 지역의 Q 값으로 1800을 제시하였다. 

2.4 외 견웅력 강하 분석 

지진원 요소 중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외견웅력강하(apparent 

stress drop)분석은 6.3절에서 자세히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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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의 지각구조 특성 분석 

다량의 계기지진자료가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지각구조에 대 

한 연구는 주로 관측소에 기록된 주시분석 (travel tirne analysis)에 의하 

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주시분석을 통하여 한반도 지각의 속도구조에 

관한 연구 중 대표적인 것은 4가지정도이다. 이 중에서 Lee(참고문헌 

[24])의 속도구조모델이 가장 간결하게 나타나 있으며 지각을 층상구조 

가 명확치 않은 단일층으로 하고 모호면까지의 그 두께를 약 35 km로 

추정하였다 1936년 발생한 쌍계사 지진의 주시분석 결과를 토대로 

Lee는 지 각에 서 지 진 전단파(shear waves)의 속도를 3.5 1mνsec로 추 

정하였다. 

두 번째로 Kim 둥(참고문헌 [25])은 지각을 3개의 층으로 나누고 

2km 두께의 최상부충과 그 하부에 두 층이 있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텔이 제시한 최상부총 하부에 있는 두 층의 경계면은 지표면으로 

부터 그 깊이가 약 15 km이고 모호 불연속면까지의 깊이는 약 29 km 

이다. 세 층의 전단파 속도는 최상부층에서 하부지각층까지 각각 3.3 

km/sec, 3.5 km/sec, 3.7 km/sec로 추정하였다. 한편， 최상부층을 제외 

한 나머지 두 층의 산술적인 평균속도는 3.6 km/sec로 주어진다. 이러 

한 평균적인 속도는 지진파를 합성할 때 필요한 지각에서의 전단파의 

속도를 채태하는데 기본자료로써 사용되어진다. 

세 번째로 Kim 둥(참고문헌 [2허)이 제시한 모텔은 전술한 모댈들 

과는 달리 맨틀의 상부에 저속도층의 존재를 도입하였다. 지각은 두 

개의 충으로 이루어지고 두 층의 경계면은 콘라드 불연속면(Conrad 

discontin띠ty)으로써 그 깊이를 지표에서 약 15 km로 추정하였고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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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속면의 깊이를 32 km로 추정하였다. 지각에서의 추정된 전단파 

속도는 콘라드면 상부층에서 약 3.4 km/sec, 하부지각에서 약 3.79 

km/sec로 추정하였다. 이 모텔은 저속도층을 도입하였으므로 전술한 

두 모댈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의미가 없을 수도 었다. 이 모텔에 의한 

지각에서 전단파의 평균 속도는 약 3.5 krψsec이다. 

네 번째로， 한국 기상청의 지진관측망에 기록된 1991년부터 1994년 

까지의 11차례 지진의 초기미동 계기자료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한반도 

의 지각구조에 대한.연구로써 Chung(참고문헌 [27])은 선험적 정보를 

가미한 정량적 역산을 수행한 결과， 지각은 15.00 + 0.26 km 깊이의 콘 

라드면을 경 계로 P파의 속도가 5.99+0.03 1mνsec와 6.40+0.02 km/sec 

의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2.02+0.25 km 깊이의 모호면 밑에 

7.83+0.05 km/sec 속도의 상부맨틀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지 

각구조 모텔분석을 위한 역산의 초기모텔로써 약 0.8 lpn 두께의 표층 

을 가정하는 Kim(참고문헌 [2허)의 모댈을 취하였으나 역산결과로부터 

표층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Chung(참고문헌 [27])은 지각 

에서의 전단파속도에 대한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암석 의 포아송비 (Poisson' s ratio)가 약 0.25임 을 고려 할 때 S파의 속도 

는 P파 속도의 약 1/냄배이므로 Chung의 모델로부터 지각 상부충의 

전단파 속도는 약 3.46 km/sec, 지각 하부층에서는 약 3.70 km/sec로 

추정해 수
 
’ 보

 
-- 있다. 따라서 지각내부에서의 전단파의 평균속도는 약 

3.6 km/sec정도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4개의 모텔에 대한 도식적인 비교를 그림 II-1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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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A 모댈 B 모댈 C 모델 D 

2 

3.5 km/s I I 3.4 km/s I I 3.46 krψs 

151 1151 115 
3.5 km/s 

3.7 km/’s 3.79 km/s 
3.70 1mνs 

29 
32 32 

그림 ll-16. 한반도 지각구조모렐. 모델 A ; Lee(참고문헌 [24]), 모텔 

B ; Kim 둥(참고문헌 [25]), 모텔 C; Kim 둥(참고문헌 [26]), 모델 D 

; Chung(참고문헌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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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반도의 지진 특성 분석 

한반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유라시아 판 내부에 위치하며 그 지진 

활동은 전형적인 판 내부지진활동 특성을 보인다. 태평양 판과 필리핀 

판이 일본해구와 유구해구에서 유라시아 판 밑으로 비스듬히 침강하고 

있으며 인도판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북상하여 유라시아 판과 충돌하고 

있다. 유라시아 판은 인접한 판들과의 충돌에서 막대한 웅력올 받고 

있으며 이 웅력에 의해 판내부의 활성 단층(active fault)이 다시 깨어지 

며 지진들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은 

이러한 특정을 갖는다 (참고문헌 [51]). 

활성 단층이란 넓은 의미로 제 4기 (200만년전-현재)， 좁은 의미에 

서 현세(1만년전-현재)에 지진을 포함한 단층운동이 일어난 증거가 있 

는 단층을 말한다. 활성 단충은 지각의 가장 약한 부분이 되며 지각이 

웅력을 받게 되면 가장 약한 부분인 활성 단층에서 지층이 깨어지며 지 

진들이 발생하게 된다. 

판의 운동에 의하여 지구의 전 지각이 웅력을 받고 있으며 과거 지 

질시대의 수많은 지각변동에 의하여 단층이 지구 전표면에 분포하고 있 

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 없다. 따라서 한 

반도 또한 지진의 재해에서 제외될 수 없다. 

최근에 한반도에서 지진발생횟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진재해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1996년 12월 

13일 영월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은 지난 1978년 10월 7일 홍성에 

서 발생한 규모 5.2 지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진앙지 근처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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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에게 잘 인식되어 있지 않지만 한반도에도 과거의 사료에 

의하면 수많은 지진들이 발생했으며 15-18세기에는 이례적으로 매우 높 

은 지진활동이 전개되었다. 지난 2000년간의 한반도의 지진활동은 서 

기 1세기에서 20세기초에 이르는 기간의 사료에 기재된 역사지진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지진에 대한 연구는 여 

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아직 완결된 상태는 아니다. 

한반도의 지진자료는 1905년 인천에 최초로 지진계가 설치되기 이 

전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에 기재된 역사지진자료와 그 이 

후 지진계에 감지된 계기지진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ll-17은 한반도 및 그 주변에서 발생한 역사지진 중 MM진도 

V이상 지진들의 진앙을 한반도 지체구조도위에 표시한 것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한반도 북동부의 지진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 북동부는 중생대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중요한 지각변동인 송림변동 대보조산운동 및 불국사 변동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지역이다. 이 지역의 낮은 지진활동은 이러한 현상과 

연관되어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반도의 역사지진들은 지질도상의 주요 단층선이나 지체구조의 경 

계에서 많이 발생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이들 단층이나 지체구조들 

의 경계들이 활성단충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진은 활성단충에서만 발생하므로 한반도에서 발생한 1900회에 육 

박하는 역사지진기록은 한반도에 수많은 활성단층이 존재함을 의미한 

다. 이러한 활성단층들을 찾아내고 이 단층의 지진학적인 특성을 규명 

하는 것이 앞으로 한반도 지진연구의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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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l-17 서기 2-1905년 기간에 hα4진도 V이상의 진양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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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북동부에 비하여 서부 중부 납부의 지진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중생대의 송림변동， 대보조산운동， 불국사변동 등에 의하여 

이 지역의 지각이 광범위하게 파쇄되었으며 이때 생성된 단층들의 일부 

가 활성단층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수많은 역사지 

진들이 주요단총선이나 지체구조의 경계에서 발생한 현상은 이러한 추 

정을 뒷받침한다. 

1905년 인천에 최초로 지진계가 설치된 이후로 1993년말까지 대략 

739회의 지진들이 한반도 및 그 주변에서 발생했다. 이 지진들의 연발 

생율은 0-30회의 범위에 걸치며 이는 지진계의 분포가 이 기간에 고르 

지 못한 것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 

계기지진의 평균 연발생율은 대략 10회인데 1980년대 이후로는 지 

진발생회수가 대략 20회에 이른다. 이는 1980년대 이후에 실질적인 지 

진활동의 증가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지진관측망이 확장된 것에도 부분 

적인 원인이 있으리라 사료된다. 

20세기의 계기지진 중 특기할 만한 지진은 1936년 7월 4일의 지리 

산 쌍계사 지진과 1978년 10월 7일 홍성지진이다. 쌍계사 지진의 규모 

는 5.H참고문헌 [52)이며， 한반도 남부에서 광범위하게 감지되었다. 일 

본기상청진도로 V(MM진도 VIll)였으며 쌍계사 천장이 내려앉고 돌담 

이 무너지고 돌탑이 파쇄되었다. 그림 ll-18에 규모 4.0 이상의 계기지 

진들을 한반도 지체구조도위에 표시하였다. 역사지진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한반도 북동부의 지진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음 

을 볼 수 있다. 한반도와 소련 국경근처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지진 

들은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으로 비스듬히 침강하는 베니오프대 

(Benioff Zone)에 서 발생 하는 심 발지 진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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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지진활동의 시간적 변화를 규명하는 방법으로서 지진발생 

빈도의 변화와 지진방출 에너지의 변화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지진 

학적인 견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지진으로 인하여 방출된 에 

너지이며， 따라서 작은 규모의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것보다 큰 규모의 

지진이 소수 발생하는 것이 지각에 축적된 응력을 크게 해소시키는 경 

우가많다. 

그림 II-19는 한반도에서 1세기에서 20세기(1993)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회수의 세기별 변화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1세기에서 

14세기까지는 세기당 지진발생회수가 수십회 미만에 미치지만， 15세기 

에서 18세기까지는 지진발생회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수백회에 이르고 

19세기에는 다시 수십회로 급격히 감소한다. 20세기에 와서 다시 수백 

회로 급격히 증가했으나 이는 계기지진기록이 다수 포함된 것에 기인한 

다. 역사지진의 경우에는 사람이 감지하는 지진이므로 그 규모가 대략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기 지진은 이 보다 작은 규모의 지 

진도 다수 지진계에 기록된다. 

그림 ll-20는 지진에 의해 방출된 에너지의 세기별 변화를 보여준다. 

진도(1)와 규모(M)， 그리고 규모와 에너지 (E)의 변환은 다음 식을 이용 

하였다. 

M=l+줍 I 

logE= 11.8+ 1.5M 

이 그림을 살펴보면 한반도에서 1세기부터 14세기까지는 비교적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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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활동이 지속되다가 15-18세기에 지진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9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감소하여 20세기까지 지속됨을 보여 주고 있 

다. 이와 유사한 지진활동의 변화가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도 관찰되었 

으며 이는 두 지역의 지진활동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53]). 

한반도 지진에너지 방출양상은 전형적인 판내부 지진활동의 불규칙 

적인 특성을 보여주며 미래의 지진활동 예측이 팩 어려움을 시사한다. 

현재까지의 지진활동양상이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된다면 한가지 가능한 

추론으로써 한반도에서 활발한 지진활동이 수천년의 주기로 반복될 것 

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나 중국과 같이 매우 불규칙한 

판내부 지진활동의 경우 앞으로의 지진활동의 전개에 관한 어떠한 확실 

한 결론도 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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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0 한반도에서 방출된 그림 



5. 관련 전문가 기술검토. 

본 보고서에서는 관련 전문가의 기술 검토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 

다. 

가. 정 태 웅 교수 (세종대학교 지구과학과) 

한반도의 지진원 분석， 한반도 지각구조 특성 분석과 한반도 지진특성 

분석에 관한 기술자문을 구하였다. 

나. 김 상 조 (기상청 지진과) 

한반도의 지각구조 특성분석에 관한 기술자문을 구하였다. 

다. 김 동 호 (기상청 지진과) 

한반도 계기지진자료 수집에 관한 기술자문을 구하였다. 

라. 유 용 규 (기상청 지진과) 

한반도 계기지진자료의 지진원 요소 분석에 관한 기술자문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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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진동 감쇄식 개발 

지진위험도를 평가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중요시되는 일 중 하 

나는 지진의 규모와 진앙거리에 대한 함수로써 지반운동 또는 웅답스 

펙트럼을 추정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진도감쇄공식은 여러 지진학 

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Kim 둥(참고문헌 [4]) ; Lee(참고문헌 [3이) 

Kim (참고문헌 [31])). 역사지진의 진도자료를 이용하여 지진위험지도 

를 작성할 때 Kim 둥(참고문헌 [4])과 Lee(참고문헌 [30])가 제시한 진 

도감쇄공식은 유용하게 사용되어왔다(Kim 등(참고문헌[4]) Lee 둥 

(참고문헌 [5] ; Lee 둥(참고문헌 [32] ; Lee 둥(참고문헌[33])). 

역사지진에 의한 연구결과 또한 여전히 유용하지만， 원자력발전소， 

댐， 고충빌딩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구조물이 중가함에 따 

라 계기지진자료를 바탕으로 한 지진위험의 정확한 추정이 절실히 요구 

된다. 현재 국내에서 계기지진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시작단계이며， 축 

적된 지진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지반운동 감쇄 

식(예측공식)을 추정해 보기로 한다. 

이 단원에서는 특히 고주파 지반운동(high frequency ground 

mo디on)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된다 Hanks 둥(참고문헌 [34])에 의하 

면， 고주파 지반운동은 공학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정도로 충분히 큰 

진폭을 가지며， 주파수 범위가 1 Hz이상으로써 지반에서의 감쇄 또는 

지진기록계 둥을 거치게 되는 지반가속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고주파 

지반운동에 관한 개념은 고주파수 성분이 지배적인 지반변위 (ground 

displacement) 또는 지반속도(ground velocity)에도 확장될 수 있다. 한 

편， 장주기 지 반운동Oong period ground motion)은 고주파 지 반운동에 

- 102 -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고주파 지반운동에서는 일반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진폭과 위상(phase)의 구벌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실 

제로 2 Hz 이상의 주파수 범위에서 고주파 지반운동은 서로 매우 가까 

운 관측소에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파형의 연속성을 찾아보기 힘들 정 

도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참고문헌 [34]의 그림 II-l 참고함). 

일반적으로 지반운동의 위상스펙트럼 (phase spectrum)이 가지는 무 

작위적인 특성은 추계학적 과정 (stochastic process)을 통하여 모텔링할 

수 있다. 고주파 지반운동을 추계학적인 접근법을 통해 모사하는 연구 

는 약 50년전부터 전개되었다(참고문헌 [35]). 그 이후로 수많은 방법 

이 개발되었으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반운동을 모사(simulation) 

할 때 방법론적인 차이에 상관없이 지진원의 특성과 연구 대상지역의 

지하매질에 대한 특성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 단원에서는 이전 단원까지의 결과와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을 바 

탕으로 고주파수 지반운동을 추정하고 추정 된 지 반운동과 관측된 지 반 

운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반운동 및 웅답스펙트럼을 추정하는 예측공 

식(감쇄식)을 개발한다. 이러한 결과를 기존의 국내 연구와 비교 분석 

한다. 

6.1 고주확 지반운동 모사의 이론적 배경 및 변수의 결정 

본 연구에서는 고주파 지반운동을 모사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Boore(참고문헌 [36])가 개 발하고 Boore 등(참고문헌 [37])에 의 해 개 선 

된 방법론을 따른다. 

두 가지 방법에서는 추계학적 과정을 가정하여 고주파 지반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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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주파수 대역과 유한한 지속범위 (finite duration)를 가지는 백색 

가우스 잡음으로 모사한다. 이 방법에 의하여 생성된 지진동은 원거리 

전단파(far-field shear waves)를 나타내는데，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대 

부분의 에너지가 전단파에 의해서 전달되므로 공학적 목적에 매우 적합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6.1.1 진폭스팩트렴과 변수의 결정 

본 연구에서 채태한 지반운동의 모댈링 방법에서는 원거리 전단파 

를 모사하기 위하여 진폭스펙트럼의 형상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써 구체 

화한다 (참고문헌 [37], [38]). 

A(치 = c. S(꺼 . D(꺼 . I(η (II-8) 

여기서 c, S(치，D(치 ， I(치는 각각 비 례요소(scaling factor) , 지진윈 

스펙 트럼 함수(source spectral function) , 감쇄 함수(diminution function) 

와 계산될 지반운동의 형태에 관한 함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f 는 진 

폭스펙트럼이 주파수에 관한 함수임을 나타낸다. 

비 례요소(scaling factor) 

비례요소 C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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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11"') FV , 1 c= -，때 져 (~J 
4πpρ .， 

(II-9) 

여기서 <Roi>는 S파의 방사특성 (radiation pattem)에 관한 평균값， F 

는 SH파를 가정 했을 때 자유지 표면의 효과(free surface effect), V 는 

S파 진폭의 수펑분할비를 나타내고 p 와 A 는 각각 지진원 근처의 

밀도와 전단파의 속도를 나타낸다. 전단파의 방사특성에 관해서 평균 

값을 사용한 이유는 미래에 발생할 지진원의 위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Hanks 둥(참고문헌 [34])은 관측자료로부터 제곱 

근-평 균-제 곱(root-mean -square)가속도 a rms는 방사특성 에 거 의 영 향 

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고주파 지진동이 

이중우력 점진원(double couple point source)모델로부터 구현되는 방사 

양상보다 훨씬 더 둥방적으로 방사됨을 의미할 수 있으며 또한， 전파경 

로룰 따라 발생하는 산란현상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진원구(foca1 sphere)에 대한 전단파 방사특성의 제곱근-평균-제곱 

은 굉펴 (늑0.63)으로 주어진다. 방사특성값으로써 Thatcher 둥(참고 

문헌 [38]), Hanks (참고문헌 [39])와 . McGuire 둥(참고문헌 [4이)은 0.6 

을 사용하였고 한편， Boore 둥(참고문헌 [37])은 적절한 범위의 방위각 

(azimuth angle)과 극각(take off angle)에 대한 평균적인 방사양상값으 

로써 0.55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특성의 평균값으로써 0.63 

을 채택한다. 

SH파가 편명한 지표면에 입사할 때 그 입사각에 관계없이 그 진폭 

이 2배가 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실제로 지표면에 입사하 

는 전단파가 전적으로 SH성분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또한 지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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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상적으로 수펑하진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F값을 2로 채태한다. 

그리고 수평분할비 V 는 벡터의 제곱근-평균-제곱의 과정을 거쳐 

1/굉로 채태된다. 한편， < R 8Ø) • F. V 의 값이 거의 1에 가깝기 때 

문에 학자에 따라서 는 이 항목을 무시 하기 도 한다. 

식 (II-9)에서 r 은 진원거리 (hypocentral distance)를 가리키며 

1/r 은 진원에서 방출된 전단파 에너지의 거리에 대한 감쇄 

(geome벼cal spreadiflg)를 나타낸다. 원거리로 갈수록 S파보다 Lg파가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 s파보다 Lg파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진원거리 

는 대략 지각두께의 2배 정도(참고문헌 [41])이거나 100km 정도이다. 

한편， Boore 둥(참고문헌 [37])은 표면파의 거리에 대한 감쇄를 고려하 

기 위하여 식 (II-9)의 l/ r 대신 1/아7"를 도입하였으며 r" 는 표면파 

가 실체파보다 우세해지기 시작하는 거리를 나타낸다 γx 의 도입으로 

지반운동감쇄에 대한 연속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γx 에서 급작스런 감쇄 

율이 변하는 결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Boore 둥(참고문헌 [37])은 r" 를 60-170 km 범위에서 무작위로 설정 

하고 스펙트럽을 모사한 후 그 평균을 취하는 방식을 채태하였다. 

지진원 근처의 밀도 p 에 대한 한반도에서의 값으로써 2.7g/cm3 

을 본 연구에서는 채태하였는데， 이 값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값으로 사료된다. 

식 (II-9)에서 전단파의 속도， β 는 지각에서 전단파 속도의 평균 

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하며 따라서 복잡한 지각구조는 본 연구의 목 

적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4단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반도의 지각구조 

모델 중에서 가장 간결한 Lee(참고문헌 [24])의 모델을 채택하고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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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파 속도 3.5 km/sec를 β 로 채태한다. 

• 지진원 스펙트럽 함수 

가장 널리 쓰이는 지진원 스펙트럼 함수(source spectral function) 

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 

S(지 -뀔 I 
1 + (t)2 

(II-I0) 

식 (ll-lO)에서 Mo 는 지진모멘트(seismic moment)를 나타내며 

fc 는 코너 주파수(comer frequency)를 나타낸다 ]oyner(참고문헌 

[42])는 식 (ll-10)을 개선한 진원 모텔을 제안하였는데 그 특정은 임계 

규모(cri피cal magnitude), Mc 를 경 계 로 서 로 다른 모댈이 셜 정 되 어 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임계규모， MC 는 지진발생대의 전체적인 폭의 

파쇄와 관련된 것이다. Brune의 진원모델이 모든 규모범위에의 적용올 

가정하였으므로 엄계규모이상에서는 ]oyner(참고문헌 [42])의 모댈과 서 

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임계규모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Boore 

둥(참고문헌 [37])은 미국 북서부 지역에서의 Mc 를 모멘트규모 

(moment magnitude) 7로 추정하였고 북동부 지역에서는 7보다 큰 값 

으로 추정하였다. 불행하게도 한반도에는 아직까지 Mc 를 추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yner(참고문헌 [42])에 

의한 지진원 스펙트럼 함수의 수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후에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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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불확실성올 고려하여 모멘트 규모 7.5이하에 대해서만 계산과 

분석을 수행한다. 

·감쇄함수 

식 (II-8)에서 감쇄함수， D(/) 는 고주파 영역의 지반운동 스펙트 

럽의 형태를 조절하는 주파수영역 함수를 말한다. 감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D(/)= exp(-파{rf)) P( f) 
Q(꺼 R 

(II-ll) 

여기서 ， Q(f)는 주파수-의존 특성감쇄인자(qua1ity factor)를 나타낸다. 

Boore (참고문헌 [43])는 두 가지 형태의 P(f)를 제안하였다. 그 중 

하나는 But않rworth filter 이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R꺼 = [ 1+(옳)" (" (II-12) 

여기서 fm 은 H빼s(참고문헌 [20])의 fmax 와 같은 의미이고 정수 S 

는 필터의 대역올 결정하는 상수이며 대개 그 값으로써 4가 할당된다 

(참고문헌 [36], [37]). 다른 하나는 Anderson 둥(참고문헌 [23])이 제 안 

한 지수함수필터로써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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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exp (- π Xo/) (II-13) 

여기서 Xo는 스펙트럼 감쇄인자이다. 여기서 Xo의 아래첨자 O은 Xo 

가 거리에 대한 함수가 아님을 가리킨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스펙트럼 감쇄인자 X를 진앙거리에 대 

한 함수로 가정 하고 Noh{참고문헌 [29])는 수정 된 감쇄 함수(diminution 

func다on) ， D(치 를 제안하였다. 

α/) = exp(- πxq/R) . exp(- πxsf) (II-14) 

여기서 Xs 와 Xq는 식 (II-7)에서 정의한 것처럼 각각 관측소 부 

지의 효과와 전파경로에 의한 효과와 연관시킬 수 있오며 따라서 Xq 

는 상수 Q (quality factor)와 관계된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X s 와 X q 

의 값은 식 (II-6)에서 주어진 상수항과 진앙거리 R 의 계수와 같다. 

형 상필터 (shaping 회lter) , 1(/} 

형상필터， 1(/)는 추정하고자 하는 지반운동 또는 웅답스펙트럼을 

선태하는 필터이다. 1(/)는 추정할 지반운동이 변위， 속도， 가속도인 

경우에 각각，1， 2πi. (2π치2 로 주어진다. 한편， 웅답스펙트럼을 모사 

하고자 할 경우에 1(/)를 지반변위에 대한 지진계의 웅답으로써 다음 

과 칼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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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f V (/ 2 
- In 2) + t2 (//2π)2 

(II-15) 

여기서， 자과 Z는 각각 지진계의 고유주파수(natura1 frequency)와 임 

계 감쇄 율(fraction of critica1 damping) 이 다. 

식 (II-I0)에서 암시된 바와 같이 저주파 대역에서 일정한 스펙트럼 

값을 보여주며， 그 크기는 지진의 모멘트(seismic moment)에 의해 결정 

된다. 유한크기의 단충작용을 가정하여 지진원에 대한 방향성이 미치 

는 효과를 무시하면(참고문헌 [44]), 코너주파수보다 작은 대역에서는 

지반가속도의 진폭스펙트럼은 지진원 근처에서 12 로 증가하고， 1m 까 

지는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또， 진폭의 크기는 1m 이상 주파수 대역 

에서는 급격히 감소한다. 

지진원 스펙트럼의 진폭은 거리감쇄 (Geometrica1 spreading)와 비탄 

성감쇄(anelastic attenuation)의 영향으로 진원거리가 증가할수록 그 크 

기가 감소한다. 거리감쇄에 대한 영향으로 스펙트럼의 진폭은 전 주파 

수대역에서 일률적으로 그 크기가 감쇄하지만 비탄성감쇄로부터 저주파 

영역보다 고주파 영역의 진폭이 심하게 감소된다. 매우 먼 거리에 이 

르면 진폭스펙트럼의 감쇄가 심하여 일정하던 진폭의 크기가 급격히 감 

소하고 그 감쇄의 영향이 코너주파수까지 이르게된다. 

6.1.2 무작위 진동이론을 이용한 지반운동의 추정 

시간영역 (time domain)에서 지반운동을 모사하는 방법은 고주파 지 

- 110 -



반운동에 대하여 전 시간범위에 걸쳐 시간이력을 추정하고 생성시키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반운동의 시간이력에 대한 

정보보다는 최대지반변위， 최대지반속도， 최대지반가속도 둥과 같은 지 

반운동의 최대값과 웅답스펙트럼의 값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 

한 경 우에 는 무작위 진동이 론(random vibration theory)을 이 용하여 그 

값을 추계학적으로 추정해 수
 
’ 보

 
E 있다. 스펙트럼으로부터 시간이력을 

계산하고 다시 그 최대값을 구하는데 소요되는 계산시간에 비해 훨씬 

짧은 시간 내에 무작위 진동이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지반운동의 최 

대값을 획득할 수 있다. 

무작위진동이론은 Ha따‘s 둥(참고문헌 [34])에 의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진학계에서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무작위 진동이론(참고문헌 []) 

을 기반으로 Hanks 둥(참고문헌 [34])은 제곱근평균제곱 가속도로부터 

최대가속도를 다음 식으로 추정하였다. 

융줬 = [2 ln (N) ] 1/2 (II-16) 

위와 같이 결정된 a max는 펑균적으로 한 번 정도 초과될 수 있으며 N 

은 일정한 시간범위 T에서 나타나는 극값의 개수(nurnber of extrema) 

이다. 일반적으로， 

N = 2vT (II-17) 

이 며 v 는 지 진동의 우세주파수(predominant frequency)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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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 (ll-17)에서 계수 2를 곱해준 이유는 지진동의 각 주기마다 2개 

의 극값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Hanks 등(참고문헌 [34])은 

v = f찌 T = T s 로 취하였다. 여기서 v 값은 N 이 클 때 적 

용되 는 근사값이 다 Boore(참고문헌 [36])에 서 식 (ll-16)과 유사한 식 

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이외에도 다른 유용한 수식적인 고찰 

은 Der Kiureghian 둥(참고문헌 [46])을 참조할 수 있다. Boore(참고문 

헌 [37])에 의한 연구결과는 주로 다음의 접근식으로부터 계산되어진다. 

E(a ma.x) 
= [2ln.N] 1/2 + rn. r" 1'I 1J? (ll-18) [2ln.N] 1/2 

여기서， r = 0.5772 ... (E띠er 상수)이고 N은 0의 통과횟수(number 

of zero crossings)이 다. 식 (ll-18)은 N이 작은 값을 취 하더 라도 정 확 

성을 가지며， 식 (ll-18)에서 N 이 충분히 크면 식 (ll-16)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운동의 최대값을 추정할 때， 식 (ll-18) 

로부터 설계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식 (ll-16) 또는 (ll-18)을 이 용하려 면， a rm.s, N , T 를 추정 해 야만 

하는데 a rm.s 과 N 은 스펙트럼 밀도함수(spectral density function) 의 

모멘트 mk 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참고문헌 [29]의 부록 B 참조). 

Boore(참고문헌 [37])는 Ha따‘s 둥(참고문헌 [34])과 동 일 한 값으로 

T = Ts 를 채택하였다. Parseval 정리에 의하면 a rm.s는 다음 식으 

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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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ms = ( mo / 1) 1/2 (II-19) 

식 (II-17)로부터 N 을 구하기 위해서는 v 의 추정치가 필요하며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 

11 = 꿇 (m2 / mO) 1/2 (II-20) 

6.2 고주파 지반운동 모사 전산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지반운동 및 웅답스펙트럼의 추정시 사용될 전산프로 

그램은 6.1. 1과 6. 1.2에서 소개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 이론의 창 

시자인 Boore가 작성한 것으로써， 사용설명서 및 프로그램이 미국지질 

조사소의 공개보고서 (open fi1e report)로 발간되었으므로 누구나 구할 

수 있다. 

전산프로그램은 samoa.wr.usgs.gov에 FTP로 접속하여 

SMSIl\111.exe 를 다운로드(down1oad)할 수 있다. 다운로드된 

SMSIl\111.exe는 자체수행이 가능한 압축화일로써 source code 뿐만 아 

니라 수행화일도 포함되어있다 SMSIl\111.exe에 사용된 부프로그랩 

중 일부가 Numerica1 Recipes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source code의 배 

포를 허가 받지 못했으므로 수행파일을 포함하였다. 

SMSIl\111에는 지진동 모사를 위한 두 종류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작위진동이론을 이용하는 프로그램과 시간영역에서 시 

간이력 모사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반운동 감쇄식 개발을 위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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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운동의 최대치와 웅답스펙트럼을 추정하는 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무작위진동이론을 이용하는 것이 지진동 시간이력을 이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진동이론에 기초한 프로그램 

rv _drvr.exe를 사용한다 rv_1바vr.exe를 실 행 시 킬 때 반드시 Lahey 

Fortran Compi1er가 설치된 디렉토리 (directory )로 path가 열려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rv....，!마vr.exe의 실 행. 

rv _drvr.exe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모사하고자 하는 지진의 

특성이 기술되어있는 입력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입력파일은 여러 

가지 지진원 및 전파경로 모델을 고려하여 rv....:바vr.exe와 시간이력을 

출력시키는 tcLl아vr.exe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따라서 사용되지 않는 변수가 있더라도 공란으로 남겨두면 프로그램의 

실행이 되지 않는다. 입력파일의 예를 표 II-5에 나타내었다. 

표 II-5에서 음영이 있는 숫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산출되거나 다 

른 논문으로부터 인용된 값으로 한반도의 지질학적， 지진학적 특성을 

반영 한다. 표 ll-5에 서 디]에 나타난 숫자， 2.7, 3.5, 0.71, 0.63, 2는 순서 

대로 각각 지진원 근처 암석의 밀도， 지각에서의 전단파속도， S파 진폭 

의 수평분할비， S파 방사특성의 평균값， SH파의 자유지표면 효과를 나 

타내는 변수값이다. 밍에서 :1ö때은 외견웅력강하(apparent stress drop) 

값올 나타내고 댐에서 OC893은 Xq 로부터 추정된 특성감쇄인자， Q 를 

나타내며 며에서 α때않짧짧은 본 연구에서 산출된 X s 를 나타내고 식 

(ll-13)의 Xo 를 대신하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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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TI-5 프로그램 rv.-:바vr.exe의 변수값 입력파일. 

Example of Input data file. 

rho, beta, prtitn, radpat, fs: 

2.7 3.5 0.71 0.63 2.0 띠 

spectral shape: source number (1 =Single Comer;2=Joyner;3=A93;4=custom), 

1 2.0 1.0 

pf, pd (1 -comer spectrum = 1/(1 +(f/fc)**pf)**pd; 0.0 otherwise) 

(usual mòdel: pf=2.0,pd=1.0; Butlerwo빼: pf=4.0,pd=0.5) 

(Note: power of hiφ freq decay --> pf*pd) 

spectral scaling: stressc, 비sdm， fbdfa, amagc 

(stress=stressc* 10.0** (dlsdm*(amag-amagc)) 

(fbdfa, amagc for Joyner model, usually 4.0, 7.0) 

(not used for source 3, but pla생1이ders still needed) 

10.0 0.0 4.0 7.0 밍 

gsprd: nsegs, (rlow(i), slope(j)) (Set rlow(1) = 1.0) 

2 

1.0 -1.0 

100.0 -0.5 

q: fr1 , Qr1 , sl , ft1 , ft2, fr2, qr2, s2 

0.1 1893 O. 0.2 0.6 1.0 1893 O. 댐 

source duration: wei빼ts of l/fa, l/fb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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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TI-5 프로그램 rv_1바vr.exe의 변수값 입력파일 (계속) 

path duration: nknots, (rdur(i), dur(j)), slope of last segment 

0.00.0 

0.05 

site amplification: namps, (famp(i), amp(j)) 

1. 1.0 

site diminution parameters: fm, akappa 

100.0 0.00671656 며 

low-cut filter parameters: fcut, norder 

0.02 

rv integration params: zup, eps_int (jntegration accuracy), amp_cutoff (for fup) 

5.0 O.α뻐)1 0.001 

window params: indxwi때(0=box，1 =exp), t뼈er(< l)， twdtmotion, eps_wind, eta_wind 

1 0.05 1.0 0.2 0.05 

timing stuff: tsimdur, dt, tshift, seed, nruns 

50.0 0.005 7.0 1.0 얘O 

remove dc from random series before transforming to freQ. domain (0=no;1 =y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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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 운영체제하에서 rv...J마vr을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화면상에 나타난다. 

Enter a message, if desired: ~ 며 

Enter name of file with parameters (cr to quit): ~ 回

Enter name of summary file: ~ 되 

Compute prv (y/n): ~ 回

며에 입력되는 내용은 출력파일의 첫 줄에 출력되는 것으로써 출력파일 

에 대한 설명을 기입하면 된다. 回에는 표 II-5와 같이 지반운동 계산 

시 필요한 변수값이 수록된 입력파일의 이름을 기입한다. 回에는 프로 

그램 실행 계산결과를 요약한 출력파일의 이름을 기입한다. 回에는 웅 

답스펙트럼값을 계산할 경우에는 y를， 계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n을 기 

입한다. 

먼저 回에 n을 기입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난다. 

fup ca1culated in driver = 回

Override this va1ue (y,n)? 이그 맘 

dist (cr to quit): ~ 回

amag: 이그 回

띠 

Compute results for another r and M (y/n; cr=quit)? <::그 며 

回에는 실수형 상수가 쓰여져서 출력되므로 특별히 입력할 필요가 없고 

回에는 n을 입력한다. 回에는 모사하고자 하는 지진동의 진원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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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력 하고 回에 는 모멘트 규모(moment magnitude)를 입 력 한다.ITJ에 는 

프로그랩이 수행중인 작업내용이 차례로 출력되므로 사용자가 입력시켜 

야할 항목은 아니다. 띠에는 y를 입력하면 모사하고자 하는 지진의 새 

로운 거리와 규모를 물어보므로 여러 쌍의 거리-규모에 대하여 계산에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고 n을 입력하면 이전에 입력된 거리와 규모에 

관한 지반운동값만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回에 y를 입력시켰을 경우에는 웅답스펙트럼을 계산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출력된다. 

Enter individual periods (y/n)?: ~ 因

因는 웅답스펙트럼을 계산할 고유주기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시킬 것인 

지의 여부를 묻는 메시지로서 n을 입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 

가 나타난다. 

Use standard set of 91 periods (y/n)? ~ 回

띠은 rv_1바vr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91점의 고유주기에서 

웅답스펙트럼값을 계산할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써 n을 입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난다. 

Enter fractional damping, per1ow, perhigh, nper: ~ 꾀 

뼈에는 네 개의 숫자가 입력되고 여기서 fractional damping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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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 바 있는 임계감쇄율로써 O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실수를 

입력하면 된다. perlow, perhigh, nper는 원하는 고유주기의 하한， 상한， 

개수를 나타낸다. 위의 업력이 완료되면 다음의 메시지가 출력된다. 

fup calculated in 바iver = 머 

Override this value (y,n)? 깅그 떠 

dist (cr to quit): 이그 回

amag: 이그 回

떠 

Enter name of column 회le for prv results: ~ 며 

Compute resu1ts for another r and M (y/n; cr=quit)? 이그 띠 

며， [딘， 回， 回， 딘] 둥에는 지반운동의 최대값을 구할 때 입력했던 되， 

맘， 回， 댄， m와 동일한 형태로 입력시키면 된다. 며에는 웅답스펙트럼 

의 결과만이 저장될 파일 이름을 입력한다. [괴에는 지반운동의 최대값 

올 구할 때 입력했던 디〕와 같은 형태로 입력한다. 

띠에서 y를 입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난다. 

Enter fractional damping: ~ 回

回에는 임계감쇄윷올 입력하고 이 후에 나타나는 메시지는 댐， [터， 댐， 

며， [핀， 며， 디]이 다. 

렘에서 y를 입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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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 fractiona1 damping, nperiods: 回

回에는 두 개의 숫자가 입력되며 그것은 임계감쇄율과 계산하려는 고유 

주기의 개수이다. 回 대한 웅답으로써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nperiods 

회 출력된다. 

Enter oscillator period: 때 

때에는 입력되는 것은 원하는 웅답스펙트럼의 고유주기이다. 때이후에 

나타나는 메시지는 댐， 떠， 멤， 며， [핀， 며， 떠이다. 

이상으로 rv...;마vr 프로그램에 입력작업을 완료시켰을 때 표 II-l에 

의해 출력된 결과를 표 II-6에 나타내었다. 표 II-6과 같은 출력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rv_drvr의 실행시 나타나는 각 메시지에 다음과 같이 웅 

답한 결과이다. 

모
 
「-항

 
• 지

 -
며
 
回
回
回
回
띠
 回
떠
 固
며
 回
띠
 

λ
 -

며
 

, - 입력된 값 또는 문자 
Example of output data file 

inp.inp (표 2-5) 
out.out (표 2-6) 

y 

n 
y 

0.05 
n 
20 
5 

response.ou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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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6. 출력파일(요약)의 예 

Example of ouφut data file 

output file: out.out 

*** Results compu1떠d using RV _DRVR *** 

Date: 11/23/97 

T따le: 15:57:16.08 

file with parameters: inp.inp 

Title: 

Sample data file **** NOT FOR A PARTICULAR APPLICATION ** 

rho, beta, prtitn, rtp, fs: 

2.7'αx)o 3.5αx)o 0.710000 0.630000 2.00000 

spectr머 shape: so따'ce number (1=Single Corner;2=]oyner;3=A93;4=custom) 

pf, pd (1-corner s야3따um = 1/(1 +(f/fc)**pf)**pd; 0.0 otherwise) 

(usu려 model: pf=2.0,pd=1.0; Butterwoπh: pf=4.0,pd=0.5) 

(Note: power of high freq decay --> pf*pd) 

1 2.00α)() 1.α)()()() 

S야~tral sc외ing: sσ'essc， 버sclm， fbdfa, amagc 

(stress=stressc* 10.0**(버sdm*(anu핑-amagc)) 

(fbdfa, amagc for ]oyner mod잉， usually 4.0, 7.0) 

(not used for srce 3, but placeholders s버1 needed) 

10.αx)o O.α뼈00 4.00α)() 7.α)()()() 

gsprd: nsegs, (rlow(i), slope(i)) (Set rlow(1) = 1.0) 

2 

1.00000 -1.α)()()() 

100.000 -0.500αm 

q: fr1 , Qr1, s1, ft1, ft2, fr2, qr2, s2 

0.1αX뼈 1893.00 O.αmα)() O.때0000 0.600000 

1.아뻐)() 1893.00 o.αmαm 

source duration: w，뼈hts of l/fa, 1/fb 

1.0αx)o o.αmαm 

path duration: 따mots， (rdur(i), dur(i), slo야 of last segment 

1 

O.αmαm 0.0α)()()() 

0.500α)()E-Ol 

- 121 -



표 II-6. 출력파일(요약)의 예 (계속) 

site amplification: namps, (f:하np(i)， amp(i)) 

1 
1.α)()()() 1.α)()()() 

site diminution parameters: fm, 와‘appa 
100.α)() 0.671656E-02 

low-cut filt앉 parameters: fcut, norder 

O.αmα)() 2 

parame따s for π integration: zup, eps피lt， amp_cutoff 

5.0α)()o 0.100아)()E-04 0.100000E-02 

C떠cula않d fup = 3.274E+02 
fup c떠C버ated in φiver = 3.274E+02 

*********** ~VV R PlN[) ~ ********** 
r, 없nag = 2.α)()E+01 5.아)()E+oo 

Time Start: 15:59:03.68 

Column file: respon뚫fòut 며 

const= 6.150E-24 

amag, stress, fa, fb, durex= 5.α)() 1.ooE+01 5.226E-01 5.226E-01 2.9IE+00 
amO, 없nOb피lOfa= 3.548E+23 O.α)()E+oo 

pga(crψ's2) domfreq eps nx 

딘 I성앓￥01 23.07 0.8857 289.56 134.43 
pgv(cm/s) domfreq eps nx 

回 4찮뿔“01 3.42 0.9889 134.43 19.95 

Fractional oscillator damping = 0.050 

nz plLrms 

3.29 

nz plLrms 

2.63 

per(s) freq prv(cm/s) paa(cm/s2) domfreQ eps nx nz plLrms 

템 0.0뼈繼경~lOOOif :r;93휠;t;Olí繼織없훨:01싫 23.20 0.3913 146.94 135.22 3.29 

0.0잃繼23:810警2뼈fC에繼繼뿔05E'+oJ!짧 22.19 O.짧77 140.26 129.29 3.28 
0.04쑥繼짧뿔었씬2響繼~01繼鍵뻐Efα1썽 21.25 O.잃49 134.18 123.84 3.26 

중략 

14.爛생 警Q;'07í繼찌뻐IE;s.():짧繼2;잃ft앉02싫 0.2’7 0.9965 19.08 1.59 1.24 

15:織變rO:ð6't썼4‘￦繼없:變:~O따02\~ 0.28 0.9965 19.21 1.61 1.26 
Time Stop: 15:59:07.47 

Elapsed time (sec):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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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6에서 음영된 문자를 제외한 문자는 입력내용을 재확인하거 

나 그 외에 지반운동치 또는 웅답스펙트럼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보조정 

보이다. 표 II-6에서 머은 웅답스펙트럼값이 저장된 파일의 이름을 나 

타낸다. 딘에서 음영이 있는 숫자는 각각 지반가속도의 최대값을 나타 

내고 마찬가지로， 回에서 음영이 있는 숫자는 각각 지반속도의 최대값 

을 가리킨다. 回은 웅답스펙트럽에 관한 출력으로써 고유주기 또는 주 

파수에 해당하는 속도와 가속도 웅답스펙트럼값을 나타낸다. 그 이외 

의 값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그 설명을 생략한다. 

6.3 외켠웅력강하장 추정 

Noh(참고문헌 [29])는 외 견웅력 강하(apparent stress drop) , 코너 주 

파수， 지진 모멘트 사이의 관계식， 

fe = 4.9X106 β (L1ð / Mo) (II-21) 

을 이용하여 한반도 남동부 지역에서의 외견웅력강하값을 50 bars로 추 

정하였다. 식 (II-21)에서 fe , β ， L1ð , Mo 둥은 각각 코너주파수 

(Hz), 전단파 속도(krn/sec) ， 외 견웅력 강하(bars) , 지 진모멘트(dyne-cm) 

를 나타낸다. 한편， Jun 둥(참고문헌 [47])은 한반도 내부와 근처 지진 

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웅력강하를 8-56 bars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두 연구의 방법론적인 차이 때문에 웅력강하의 차이를 직접적으 

로 비교할 수 없다. 또한 식 (II-21)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웅력강하 

는 엄밀한 의미의 웅력강하보다는 고주파 지반운동의 강도를 계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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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정도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견’이라는 접두어를 붙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견웅력강하값으로써 상수값을 가정한다. 그러나 

상수값-웅력 모넬(constant-stress modeO은 주로 판경계부 지진의 

Mo-fc 관계를 분석하는데 기반을 두었다. 한편， Nuttli(참고문헌 [48] , 

[49])는 규모가 큰 판내부 지진의 경우， 웅력강하는 지진 모멘트가 클수 

록 그 값이 증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Atkinson(참고 

문헌 [50])과 Boore 둥(참고문헌 [37])은 상수값 웅력강하를 사용하여 

지반운동의 관측값과 추정치가 서로 잘 일치함을 보였다. 또한 Boore 

둥(참고문헌 [37])은 Nutt1i가 서 로 다른 규모척 도(magnitude sca1e)로부 

터 산정된 자료들을 함께 분석하므로써 왜곡된 결과를 산출시킬 수 있 

음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규모척도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규모와 지진모멘트 사이에는 서로 다른 관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지반운동의 추정치와 관측치를 비교함으로 

써 외견웅력값을 추정하며 그 값을 상수로 가정하였다. 

관측치와 추정치를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는 최대지반가속도(pe하f 

ground acceleration)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지반 

가속도의 관측치는 직접 지진계에 기록되는 양이 아니며 속도기록 시간 

이력올 푸리에변환 시킨 후 계기효과를 제거하고 시간영역에서 미분의 

효과를 주파수영역에서 반영한 후 다시 역푸리에변환(inverse Fourier 

transform)을 수행하여 얻어진 값으로 한다. 이렇게 얻어진 지반가속도 

관측치로부터 그 최대값을 최대지반가속도의 관측치로 활용한다. 또한 

지반운동 모사 프로그랩으로부터 산출된 최대지반가속도의 추정치를 

SH파로 가정하였으므로 비교 대상이 되는 최대지반운동의 관측치를 각 

지진기록의 수평성분(남북성분 동서성분)중에서 그 최대값으로 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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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ll-2에서 보듯이 사용된 계기지진규모는 국지규모 3.0-4.2까지 

분포한다. 그러나 분석의 편이성을 위하여 근접한 크기의 규모를 

3.0-3.1, 3.2-3.3, 3.5, 3.8-3.9, 4.2의 5그룹으로 통합하였다. 그림 ll-21 

에 관측된 최대지반가속도값을 규모그룹별로 진앙거리에 대하여 도시하 

였다. 그림 ll-21에서 보듯이 규모가 커질수록 최대지반가속도값이 대 

체로 중가함을 알 수 있고 또한 진앙거리가 증가할수록 그 크기가 감소 

함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림 ll-21에서 규모그룹 3.5와 4.2에서 최대지 

반가속도값이 현저하게 낮은 이상점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관측점의 지 

질이나 계기적인 오동작 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최대지반가속도의 추정치는 6.2절에서 논의한 지반운동 모사 전산 

프로그램， rv _drvr.exe로부터 계산된다. 먼저 관측된 최대지반가속도와 

비교를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될 사항은 관측지진의 모벤트 규모 

와 진앙거리 그리고 추정되어야 할 외견웅력강하값이다. 한편， rv_drvr 

에 업력되는 규모는 모멘트 규모인 반면， 본 연구에 사용된 규모는 국 

지규모이다. 그러나 국지규모를 모멘트 규모로 전환하는 작업은 본 연 

구에서 수행하지 않았다. 다만， rv_마vr.exe에 입력되는 규모값을 국지 

규모로 가정하여 추정치를 구한 후 상웅하는 관측치와 비교함으로써 외 

견웅력강하값을 추정한다. 따라서， 모멘트 규모와 국지규모의 상관관계 

에 대한 효파는 추정된 외견웅력강하값에 반영된다. 이렇게 추정된 외 

견웅력강하값을 입력값으로 사용함으로써 rv_바vr.exe에 입력되는 규모 

값으로 국지규모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지규모그룹 

3.0-3.1, 3.2-3.3, 3.5, 3.8-3.9, 4.2에 해 당하는 규모를 각각 3.15, 3.25, 3.5, 

3.85, 4.2로 산정하여 최대지반가속도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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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측지진의 진앙거리를 rv _drvr.exe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관측지진과 동일한 진앙거리로부터 최대지반가속도값을 추정한다. 최 

대지반가속도를 추정할 때， 입력되는 외견웅력강하값으로 10 bars에서 

200 bars까지 10 bars간격으로 총 20개의 값을 사용하였다. 각 외견웅 

력강하값에 대하여 최대지반가속도의 추정치와 관측치의 차이를 규모그 

룹별로 계산하였다. 각 외견웅력강하값에 대하여 규모그룹별로 계산된 

제곱근평균제곱 오차를 표 II-7에 수록하였다. 이러한 제곱근 제곱 오 

차를 도식적으로 그림 II-22에 도시하였다. 그림 II-2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최대지반가속도의 추정치와 관측치와의 오차를 최소로 하는 

외견웅력강하는 10 bars로 추정할 수 있다. 모든 규모그룹에 대하여 

외견웅력강하값이 클수록 오차가 커짐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외견웅력강하를 10 bars이상의 값으로만 취했을 때 그 추정치가 관측치 

보다 항상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으며 그림 TI-23에 

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23에서는 규모그룹 3.0-3.1의 최대지반가속 

도의 관측값과 외견웅력강하값， 10, 50, 100 bars를 입력값으로 하여 추 

정된 값을 비교하였는데， 거의 항상 추정치가 관측값보다 크게 나타나 

고 외견웅력강하값이 클수록 그 차이 또한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측치와 추정치의 차이는 규모그룹 3.0-3.1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나 

머지 규모 그룹에서도 비슷한 양상올 보이지만 그 차이는 다소 줄어든 

다(그림 II-22참조). 

바꾸어 말하면， 외견웅력값이 10 bar이하의 값일 때 오히려 더 작은 오 

차를 수반할 것이라는 가정올 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한반도 

의 웅력강하에 대한 연구(참고문헌 [29] , 참고문헌 [47])결과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견웅력값으로써 10 bars를 채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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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7 최대지반가속도 추정치와 관측치의 오차 

외 견웅력 강하 규모 3.0-3.1 규모 3.2-3.3 규모 3.5 규모 3.8-3.9 규모 4.2 
(bars) (3.15)* (3.25)* (3.5)* (3.85)* (4.2)* 

10 0.26잃3716 0.0306732 0.0502712 0.156533 0.0783162 

20 O.싫4651 0.0.닮6730 0.0801444 0.220392 0.0975702 

30 0.590634 0.0738729 0.108351 0.298566 0.121214 

40 0.715010. 0.0897715 0.1잃309 0.372004 0.144640 

50 0.825780 0.10않)65 0.1또883 0.440112 0.166312 

60 0.926183 0.115893 0.176013 0.503835 0.186901 

70 1.01778 0.127090 0.1없369 0.563946 0.20.않87 

80 1.1여86 0.137154 0.211509 0.619573 0.223723 

90 1.18566 0.141닮88 0.227400 0.672461 0.240574 

100 1.26097 0.1닮361 0.242315 0.722362 O.엉6605 

110 1.3잃81 0.1잃없5 0.256잃3 0.770397 0.271749 

120 1.40235 0.171374 0.269748 0.816461 O.잃6584 

130 1 ，41없09 0.178564 0.282461 0.861007 0.300596 

140 1.53176 0.185647 0.294594 0.90.잃91 0.313990 

150 1.59235 0.192293 0α떠.306107 0.944363 0.326769 

160 1.65080 0.198716 0.317399 0α.985056 0.3잃39와177 

170 1.70704 0.204689 0.327잃5 1.02424 0.351070 

180 1.75928 0.210681 O.잃8162 1.06195 0.362869 

190 1.81349 0.216216 O.잃8188 1.09잃5 0.374187 

200 1.86746 0.221635 0.357760 1.13246 O.잃5091 

* 최대지반가속도 추정시 입력되는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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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 관측값은 정시 사용된 외견웅력강하값은 10, 50, 100bar이다. 

시하고 추정값은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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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반운동 감쇄식 도출. 

본 단원에서는 6.1.2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무작위진동이론에 근거 

하여 추정된 지반운동 및 웅답스펙트럼값을 토대로 최대지반가속도 및 

웅답스펙트럼의 감쇄식을 개발한다. 관측된 지반운동을 분석하여 지역 

적인 특성과 개발자의 견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감쇄식이 개발되어왔 

으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진원의 세기 거리에 따른 감쇄 및 비탄성 

감쇄특성을 반영한 감쇄식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 

서 지진동의 감쇄식 개발을 위하여 지반운동자료를 추정할 때， 규모값 

으로 5에서 7.5까지 0.25간격으로 117ß 의 값을 사용하고 진앙거리는 10 

km에 서 100 km까지 둥로그간격 (equ려 lag따ithmic intervaD으로 11개 의 

값을 사용한다. 여기서 진앙거리를 100 km이하로 취한 이유는 모사된 

지진동이 l/Yr로 감쇄할 때 발생하는 이상현상(bump)을 감쇄식에 반 

영하지 않기 위함이다. 또한， 대부분의 파괴적인 손실이 100 km이내에 

서 발생하기 때문에 설정된 거리구간은 공학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한 구 

간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자숭법 Oeast squ하e method)을 이용하여 추정된 지반운동치를 

다음과 같은 식에 적합시켜 그 계수를 구해낸다. 

log y = Co + Cl r - log r 

Ci = 협 + 칩 (M-6) + 활 (M-6)2 + 핵 (M-6)3. 

i=O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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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8 지진동 감쇄식 계수. 

고유주파수 s。 흔1 흔2 ~3 

Co 1.58갱4 0.911161 -0.16껑61 -0. 126098E -01 
0.2 

Cl -0.102197E -02 -0.205989E -03 -0.600308E -03 0.396233E -03 

Co 1.79741 0.589801 -0.158219 0.402806E -01 
0.5 

Cl -0. 158504E-02 -0.196725E-03 0.203없4E-03 -0.307361E -04 

c。 1.79962 0.452333 -0.838262E -01 0.213189E -01 
1.0 

Cl -0.200856E -02 0.140뼈1E-03 0.146101E-03 -0.595122E -04 

c。 1.73609 0.38껑88 -0.457636E -01 0.103464E -01 
2.0 

Cl -0.244122E -02 0.420516E -03 0.428449E -04 -0.548003E -04 

Co 1.59203 O.잃6768 -0.258430E -01 0.568337E -02 
5.0 

Cl -0.322783E -02 0.668227E-03 -0.755125E -04 -0.369030E -04 

c。 1.44151 0.31잃47 -0. 194908E -01 0.460277E -02 
10.0 

Cl -0.427577E-02 0.7잃486E-.Q3 -O.l35404E -03 -0.257722E -04 

Co 1.23870 0.307463 -O.l60985E -01 0.405812E-02 
20.0 

Cl -0.605902E -02 0.8660많E-03 -0. 180001E-03 -0. 158191E-04 

c。 2.93292 0.303052 -0. 160569E -01 0.443311E-02 
a max 

Cl -0.524591E-02 0.100427E-02 -0.225228E -03 -0.725422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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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l-24. 감쇄식에 의한 최대지반가속도(PGA)와 속도웅답스펙트럼 

(PSV). 웅답스펙트럼 산출시 임계감쇄율은 0.05 고유주기는 0.5, 2, 10 

Hz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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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l-25. Noh(참고문헌 [29])와 본 연구에 의한 감쇄식 비교. 본 연 

구에 의한 값과 Noh(참고문헌 [29])에 의한 값을 각각 실선과 점선으로 

나타냈으며 작은 값에서부터 큰 값 순서로 규모 5， 6， 7에 대하여 계산 

되었다. 그 외 문자는 그림 ll-24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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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셜계지진의 확률론적 평가와 관련된 미국 LLNL전 

산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국내 시험 부지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산프로그램의 수정시 특히 지진재해도의 분해기능과 

단층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재해도 계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신 이론 

을 적용하였다. 또한， 구역지진원과 단층지진원에 의한 지진재해도를 

하나의 입력파일을 이용하여 동시에 계산할 수 있으며， 배치파일 (batch 

file)을 이용하여 다수의 입력파일에 대한 계산을 한번에 수행할 수 있 

으므로 작업의 효율성이 크게 중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 수 

정， 변환된 프로그램은 원자력발전소 및 그 관련시설을 위한 부지의 안 

전성 평가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반운동감쇄식은 한반도의 규모 3.0-.4.2의 계기 지진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규모 4이상 지진기록의 부족으로 인하여 경 

험적인 방법론에 의한 추정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감쇄식 개발은 작 

은 규모의 지진으로부터 큰 지진을 외삽하여 추정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며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한 편차는 배제할 수 없다. 

외견웅력강하값과 스펙트럼의 고주파차단주파수(high cut 

frequency)는 강진동(strong ground motion)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 

수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외견웅력강하값， 10 bars는 한반도에서 강 

지진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Jun 둥(참고 

문헌 [47])과 Noh(참고문헌 [29])의 웅력강하에 비해 낮게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감쇄식에 의해 추정된 지반운동치는 Noh(참고 

문헌 [29])가 한반도 남동부 지역에서 추정한 값에 비해 현저히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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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그 이유로써 낮게 책정된 외견웅력값의 영향을 들 수 있다. 

한편， 지역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개발된 감쇄식을 한 

반도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한반도의 지진특성을 반영한 지진동 

감쇄식의 개발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감쇄식이 한정된 지진자료로부터 추정된 것이지만 지 

진학이나 지진공학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앞으로 계기지 

진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감쇄식의 수정 또는 새로운 감쇄식의 개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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