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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한국 및 한반도 지진환경과 유사한 해외 판 내부 지진

기록을 이용하여 한반도 지역에 적합한 진도 예측 식을 제안하였다.

지진피해를 예측하는 대표적 계기진도들과 그에 대응하는 거시진도와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실제 거시진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계기진

도를 구하고, 지진피해와 물리적 상관관계가 높은 규모 및 지진동 지속

시간 항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PGA와 Housner spectral

intensity를 계산할 때 2축 수평방향 성분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기하

평균 응답스펙트럼(GMRotI50)을 사용하였으며, 지속시간의 경우도 수평

지반운동의 직교 2축 방향 성분을 Vector summation 한 방향으로 지속

시간을 정의하였다. 회귀분석을 진행할 때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하였다, 이때 구조적 피해가 발생하는 진도부터 기울기가 상당히 변화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변화가 발생하는 진도부분에 가중

치를 주고 Segmented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함으로써 낮은 진도

와 높은 진도의 각 특성을 보완해주었다.

제안된 식들을 사용하여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지진

(2016.09.12.)과 규모 5.4의 포항지진(2017.11.15.)의 진도를 계산한 후

기존의 개발된 한국식과 비교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이때 거시진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관측자의 주관적 입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

평가 오차범위가 큰 것을 고려하였을 떼 이 연구에서 제안한식이 기존식

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예측한 것을 확인하였다.

………………………………………………………………………………………………

주요어 : MMI, 거시진도, 계기진도, 판내부 지진, 경주지진, 포항지진,

수정 메르칼리 진도, 진도 예측

학 번 : 2016-2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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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진도(Intensity)는 지진 등의 진동원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운동의 세기

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즉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특정 지역에서

사람들이 느끼거나, 그 지역의 구조물에 피해를 이야기하는 지반 흔들림

의 세기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고유한 값을 나타내는 규모

(Magnitude)와 달리 진도는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진앙까지의 거리와

부지특성에 의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같은 지진에 의해

각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진도를 경험하게 된다. 진도는 거

시적 진도계급(Macroseismic Intensity Scale)과 계기진도(Instrumental

Seismic Intensity)의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하다. 거시 진도계급

은 과거 지진에 대한 피해 평가 자료를 토대로 진도계급이 분류되므로

피해와의 상관성이 높고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지만 평가방식의 특성상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된다.

한국은 주로 미국 서부에서 발생한 지진피해조사를 통해 개발된 1931년

의 MMI(Modified Mercalli Intensity) 계급(Scale)[13]을 사용하고 있다

[8]. MMI 계급에 따른 진도는 지진이 일어난 후 피해 상황을 조사한 후

피해 규모의 따라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그러한데 이 작업에는 두 가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하나는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는 진도를 부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MMI 등급을 등급별로 기술되어 있는

현상을 참고하여 관찰자가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는 지진 피해 발

생 후 진도피해를 평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빠른 시간 내에 대

응을 할 수 없게 되며 관찰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인하여 실제 피해를 측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계기진도는 지반가속도 기록을 통해 정량적으로 진도를 평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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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후 단시간 내에 평가가 가능하고 구체적인 숫자로 지반운동의

세기를 나타내지만, 이 지표가 실제 구조물의 피해와 얼마나 상관성을

갖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진도계급 예측을 위해 한반도 지역에

서의 다양한 계기 진도별 특성 분석 및 실제 피해와의 상관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고유의 진도계급 JMA Intensity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1996년부터 진도계로 관측된 가속도로부터 계측진도를 계산

하여 지진 발생 후 계산한 진도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계측진도를 사

용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으로 진도를 평가 할 수 있다. 무인관측이 가능

해짐으로 인해 다수의 관측소의 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여 지진 발생과 동

시에 실시간으로 진도 맵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3].

미국의 경우 USGS(U.S. Geology Survey)에서는 1999년 J.Wald 등이

California 지역에서 발생한 최소규모 5.8이상의 8개의 지진데이터를 사

용하여 PGA 및 PGV와 MMI와의 통계분석을 통해 발표한 식으로[6]

지진 발생 후 각 지진 관측소에서 관측되는 지진동이 USGS ShakeMap

시스템[29]으로 전송되어 실시간으로 분석한 후 수 분 내에 계산하여

진도 맵을 공개하여 여러 방면에서 활용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수집된

지진계측기록으로부터 최대지반가속도(PGA)와 최대지반속도(PGV)를

산출하여 진도분포도를 작성한다. 개별 지진관측소에서는 지진계측 기록

을 통해 결정된 PGA와 PGV를 해당 관측소의 부지 특성을 고려하여

기반암을 가정했을 때의 값들로 변환한 후 부지효과가 보정된 PGA,

PGV 값들을 내삽한 후 해당 지역의 부지특성을 적용하여 각 격자점에

서의 산출된 값으로 진도를 결정한다[29]. 하지만 일본과 미국식을 한국

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USGS 방법의 경우 지반가속도

또는 속도 기록을 통해 지진특성만을 고려하였으므로, 구조물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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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하지 못하였고, 판내부지역에 위치하는 한반도와 다른 판경계지역

인 California에서 발생한 지진들만을 사용하였다. 일본의　JMA의 경우

도 판경계지역의 지진기록들만을 사용하였다.

한반도 지역에 적합한 진도 예측 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방안

은 물론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사적 지진기록들을 사용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기록된 최대지진은 규모 5.8로 평가되는 경주지진

(2016.09.12) 이다. 그 외의 규모 5.0 이상의 지진의 기록은 극히 소수이

다. 실제로 규모 5.0이하의 지진에 의해서는 유의미한 구조적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1]. 이러한 실정에서 한반도의 지진지체 구조에

합당한 진도 예측 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지진환경이 유사한

판내부 지역에서의 규모 5.0 이상의 지진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

로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 6.3–6.8의 강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의 진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발생한 지진기록들을 사용하였으며,

현 실정상 제한적인, 피해가 큰 강진기록들을 대체하기 위하여 지진지체

구조가 유사한 판내부 지역에서 발생한 해외 지진기록들을 사용하였으므

로 낮은 MMI부터 높은 MMI까지 고려한다. 이에 추가하여 기존의 계기

진도를 계산하여 상관성이 높은 계기진도와 그 외의 피해와의 물리적

상관성이 높은 규모, 지속시간 등을 추가하여 통계적 방법론으로 식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지진기록 목록을 기술하였고, 제3장에

서는 현행 기술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였고, 제4장에서는 분석 방

법과 절차를 기술하였고, 제5장에서는 국내외 판내부 지진기록을 사용한

회귀분석을 하였고, 제6장에서는 제안식을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에 적용

하여 기존식과 결과를 비교 하였다. 제7장에서는 결론으로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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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지진 목록과 분류

한국 지진 기록은 기상청(KMA)의 NECIS 데이터베이스[25]와, 한국지

질자원연구원(KiGAM)에서 지반가속도 기록을 수집하였고, MMI 기준

으로 유감지진에 대해 진도평가를 실시한 2001-2017년까지의 지진연보

[26]를 통해 지반가속도에 대응하는 총 90개의 거시진도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해외 지진 기록의 경우 PEER Ground Motion Database (PEERC)[27]

에서 총 87개의 지진가속도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USGS의 DYFI[28]와

각 지진들의 관련 진도논문[15]-[23]을 통해 거시 진도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는 국내외 총 177개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그림 2.1 국내외 판내부 지진기록의 지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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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quake 
Name YEAR MODY Earthquake 

Magnitude
Hypocenter 

Latitude
Hypocenter 
Longitude

Max. 
MMI

Total 
data

경북 경주 2003 0301 3.0 35.80 129.30 Ⅱ 1

경북 구미 2003 0310 3.1 36.10 128.40 Ⅲ 1

경남 홍도 2003 0323 4.9 35.00 124.60 Ⅳ 1

인천광역시 
백령도 2003 0330 5.0 37.80 123.70 Ⅳ 1

강원 평창군 2007 0120 4.8 37.68 128.59 Ⅴ 8

경북 안동시 2009 0502 4.0 36.56 128.71 Ⅳ 13

경북 고령군 2009 0628 3.0 35.78 128.29 Ⅱ 1

경기 시흥시 2010 0209 3.0 37.45 126.80 Ⅱ 2

경북 청도군 2011 0529 3.2 35.58 128.75 Ⅱ 3

인천광역시 2011 0617 4.0 37.89 124.81 Ⅲ 1

전북 무주군 2012 0511 3.9 36.02 127.71 Ⅲ 4

충남 공주시 2012 0907 3.1 36.40 127.25 Ⅱ 2

경남 거창군 2013 0205 3.5 35.77 127.97 Ⅳ 8

전남 신안군 2014 0421 4.9 35.16 124.56 Ⅳ 1

인천 백령도 2015 0518 4.9 37.68 124.63 Ⅳ 1

광주 동구 2016 0608 3.2 35.14 126.96 Ⅱ 1

경북 영덕군 2018 1011 3.6 36.46 129.61 Ⅲ 3

경상북도 상주시 2014 0328 3.0 36.47 127.93 Ⅱ 2

충청남도 태안군 2014 0401 5.1 36.95 124.50 Ⅳ 2

경상북도 경주시 2014 0923 3.5 35.80 129.41 Ⅲ 5

인천광역시 
웅진군 2014 0928 3.2 37.24 126.44 Ⅱ 1

전라남도 보성군 2014 1208 3.3 34.75 127.17 Ⅲ 3

울산광역시 동구 2015 1124 3.2 35.67 129.82 Ⅱ 1

전라북도 익산시 2015 1222 3.9 36.03 126.96 Ⅲ 3

경상북도 김천시 2016 0106 3.0 36.01 128.07 Ⅱ 1

충청남도 금산군 2016 0211 3.1 36.21 127.48 Ⅱ 2

울산광역시 동구 2016 0705 5.0 35.51 129.99 Ⅳ 8

경상북도 경주시 2016 0912 5.1 35.78 129.19 Ⅴ 5

경상북도 경주시 2016 0912 5.8 35.76 129.19 Ⅵ 5

총 데이터 갯수 　 　 　 　 　 　 90

표 2.1 한국 지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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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quake 
Name YEAR MODY Earthquake 

Magnitude
Hypocenter 

Latitude
Hypocenter 
Longitude

Max. 
MMI

Total 
data

Duzce, Turkey 1999 1112 7.14 40.83 31.13 Ⅸ 7

Kocaeli, Turkey 1999 0817 7.51 40.75 29.99 Ⅸ 21

Tabas, Iran 1978 0916 7.35 33.22 57.32 Ⅹ 4

Borah Peak, 
ID-01 1983 1028 6.88 43.97 -113.90 Ⅵ 4

Roermond, 
Netherlands 1992 0413 5.30 51.17 5.93 Ⅴ 2

Denali, Alaska 2002 1103 7.90 63.54 -147.44 Ⅷ 28

Manjil, Iran 1990 0620 7.37 36.84 49.39 Ⅸ 4

Bam, Iran 2003 1226 6.6 28.98 58.36 Ⅹ 1

Spitak, Armenia 1988 1207 6.77 40.91 44.25 Ⅶ 1

Montenegro, 
Yugo 1979 0415 7.10 42.04 19.21 Ⅹ 9

Helena, 
Montana-01 1935 1031 6.00 46.61 -111.96 Ⅷ 1

Canada, 
Saguenay 1988 1125 5.90 48.12 -71.18 Ⅶ 4

Mineral 2011 O823 5.80 37.94  -77.933 Ⅴ 1

총 데이터 갯수 　 　 　 　 　 　 87

표 2.2 해외 판내부 지진 목록

그림 2.2 국내외 판내부 지진 규모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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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국내외 판내부 지진 MMI분포

그림 2.4 국내외 판내부 지진 진앙거리분포



- 8 -

그림 2.5 국내외 판내부 지진의 진앙 거리 대비 MMI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 판내부 지진기록은 북미, 유럽, 중동,

서아시아 지역에서 고른 분포로 수집했다. 이는 규모 3.0-7.9의 범의의

다양한 규모의 지진기록인 것을 알 수 있다. 진도에 있어서도 177개의

기록 중 63개 기록이 구조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진도 Ⅵ-Ⅹ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지진 발생 후 구조물에 입히는 피해의 경향성을 내제하고

있는 데이터라고 확인 할 수 있다. 규모가 큰 지진에서도 낮은 진도

데이터를 고르게 수집했기 때문에 제한적인 한국 데이터 수집의 의한

문제를 상대적으로 통계분석을 하였을 떼 결과가 국내와 해외 기록 중

어느 한 지역으로 표본선택편의를 상대적으로 줄였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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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현행 기술 현황

3.1 한국의 진도 예측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2001년부터는 수정 Mercalli 진도계급(Modified

Mercalli Intensity Scale, MM 진도계급)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까

지는 일본기상청 진도계급(Japan Meteorological Agency seismic intensity

scale, JMA 진도계급)을 사용했었다.

김우한 등 은 가속도 관측망 구성 및 계기진도도 최적화 방안 연구[9]

에서, 지진에 대한 신속경보체계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전국 가속도계

지진관측망의 적정 관측소를 파악하고, 한국에 맞는 가속도-진도 전환식

개발 및 진도 값의 효과적인 표출방법을 고안하였다[9]. 이 연구에서는

20세기에 한반도 및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와 진앙 그리고

진도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식과, 한국에서 발생한 지진의 수치적 자료로

부터 얻은 각종 지진요소에 근거를 둔 진앙 최대 가속도 값과 규모와의

관계식을 구하고, 이들 두 관계식을 융합하여 일반적인 진도와 최대

가속도 값의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9].

Ln  (3.1)

여기서 PGA의 단위는 sec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규모-진앙

진도 관계식 설정을 위해 사용한 지진목록에서 최대 규모는 5.2이고

규모가 5.0 이상인 한국지진은 단 2건이다. 즉, 본 연구는 경주지진

(2016.09) 와 포항지진(2017.11)과 같이 중강진이 발생하기 전 연구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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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조물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의미한 규모의 지진기록이 절대적

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표 3.1에는 KMA(기상청) 과 USGS(미국지질조사소)의 수정 Mercalli

진도에 부여한 지진가속도 (Acc.) 및 속도(Vel.)값을 비교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USGS의 속도 및 가속도 값은 USGS가 발간하는 계기진도도

(ShakeMap)에 이용하는 표준 값이며, 대한민국기상청의 값은 기상청에

서 2004년에 발간한 지진연보의 부록에서 인용하였다[9].

MMI
USGS KMA

Peak Acc.
[%g]

Peak vel.
[kine]

Peak Acc.
[%g]

Ave. Vel.
[kine]

Ⅰ <0.17 <0.1

Ⅱ
0.17~1.4 0.1~1.1

Ⅲ

Ⅳ 3.9~9.2 1.1~3.4 1.5~2 1~2

Ⅴ 3.9~9.2 3.4~8.1 3~4 2~5

Ⅵ 9.2~18 8.1~16 6~7 5~8

Ⅶ 18~34 16~31 10~15 8~12

Ⅷ 34~65 31~60 25~30 20~30

Ⅸ 65~124 60~116 50~55 45~55

Ⅹ

>124 >116 >60 >60Ⅺ

Ⅻ

표 3.1 USGS와 기상청의 MMI 에 부여한 지진동 가속도 및 속도 값[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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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국의 진도 예측

USGS에서는 Harry O.Wood et al 이 최종 수정한 1931년의 12등급으

로 이루어진 수정 Mercalli intensity 계급(MMI)[13]을 사용하고 있고,

J.Wald et al 은 1999년 California 지역에서 발생한 최소규모 5.8이상의

8개의 지진데이터를 사용하여 PGA 및 PGV와 MMI와의 통계분석을

통해 관계식을 발표하였다[6]. 인간은 속도보다 가속도에 민감하게 반응

하기 때문에 MMI<V 진도가 낮은 경우에는 PGA가 MMI와의 상관성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구조물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정도의

MMI>Vll 진도가 큰 경우에는 PGV가 상관관계가 높으며 그 중간구간인

V-Vll의 지진동 범위에서는 PGA와 PGV의 선형조합을 통해 동시에

사용하여 진도를 결정하고 있다[31].

USGS에 ShakeMap에서는 1.5km 간격의 격자점에서 산출된 PGA값과

PGV 값들로부터 다음의 식들에 의해 계기 진도가 결정된다. 진도는

계산 결과 값을 반올림한 후 로마자로 표시된다[29].

   log– (3.2)

   log (3.3)

 log (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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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2)에 의해 계산된 진도가 VII 이상이면, 식 (3.3)을 사용하여

진도를 결정한다. 식 (3.2)에 의해 계산된 진도가 V 미만이면, 식 (3.4)을

사용하여 진도를 결정한다. 식 (3.2)에 의해 계산된 진도가 V-VII

범위이면, 식 (3.2)과 식 2를 조합한 식 (3.5)을 이용하여 진도를

결정한다. 이 때 ––이다. 는 진도 V에서 1, 진도 VII에서

0의 값을 가진다[6].

그림 3.1 Napa earthquake(2014)의 USGS ShakeMa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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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본의 진도 예측

일본기상청은 고유의 진도계급 JMA Intensity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10등급의 분류체계를 갖고 있으며, 구조물에 본격적인 구조적 피해가

묘사되는 진도 5와 6을 두 구간으로 세부적이게 나눈 것이 특징이다. 1996부

터 진도 계에 의한 계측진도로 진도 관측으로 전환하여 지진 발생 후 계산한

진도를 발표하고 있다[3]. 이러한 계측진도를 사용함으로부터 좀 더 객관적으

로 진도를 평가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인관측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다수의

관측소의 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여 지진 발생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진도 맵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JMA 진도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계산이 진행된다.

먼저 3축 가속도 시간 이력을 Fourier 변환하여 아래식과 같은 3개의 필터

(그림 3.2)의 곱으로 구성된 대역통과 필터 F(f)를 Fourier 변환된 3성분 스펙

트럼 진폭에 각각 곱한다[4].

                                                  (3.6)

\

그림 3.2 JMA 계측진도 계산을 위한 대역통과 필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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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effect Filter:   (3.7)

High-cut Filter:  

    (3.8)

Low-cut Filter:  exp
  (3.9)

곱하여 분류한 스펙트럼을 다시 푸리에 역변환 하여 다시 가속도 기록

으로 변환한 후 3성분을 벡터 합성하여 하나의 성분으로 나타낸 후 하나

의 성분으로 합성된 가속도 기록의 진폭이 특정의 값  보다 큰 값을

갖는 지속시간 (그림 3.3) 의 합이 ≥sec 가 되는 진폭 을

결정한 후 를 아래 식에 넣어 JMA 진도 값을 결정한다[4] (그림 3.4).

 log (3.10)

그림3.3 역변화된 3성분의 가속도

기록의 벡터 합성[4]

그림 3.4  보다 큰 값을 갖는 지

속시간이 0.3초가 되는 진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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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Tohoku earthquake(2011)의 JMA Shak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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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방법과 절차

4.1 응답스펙트럼(Response spectrum)

응답스펙트럼(Response spectrum)이란, 특정한 지반가속도에 대한 고유진

동수와 감쇠 비에 따른 단자유도계의 최대응답을 나타낸다. 여기서 최대 가속

도 응답을 각 스펙트럼 가속도(Spectral acceleration)라 한다.

특정 지진에 대해 단자유도 구조물이 가지는 응답(변위, 속도, 가속도)은

감쇠비가 일정한 경우에 고유 진동수에 따라 변한다. 서로 다른 고유진동수를

갖는 단자유도 구조물의 최대 응답을 크기로 하고, 고유진동주기 (또는 고유

진동수)를 가로축으로 하여 그린 그림을 응답스펙트럼이라 한다. 따라서 특정

지진에 대해 응답스펙트럼을 구하면, 이 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단자유도

구조물이 아닌 다자유도 구조물의 각 모드별 최대 응답도 구할 수 있으며, 각

모드별 최대 응답을 적당한 방법에 의해 조합하면 구조물의 최대 거동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림 4.1에는 El Centro(1940) 지진의 지반가속도로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을 구하는 개념적인 절차를 나타냈다.

응답스펙트럼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산된 시간이력을 단위 질량과

감쇠 비를 가진 단자유도계에 가하면 이에 상응하는 응답이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된 응답의 최댓값이 대상 단자유도계의 주기에 해당하는 응답이 된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주기를 바꾸어가며 응답을 구하고 그에 대한 각각의

최댓값을 주기와의 관계로 나타내어 주면 응답스펙트럼이 작성되게 된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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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응답스펙트럼 작성절차의 개념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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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기진도의 종류

4.2.1 Peak Ground Acceleration (PGA)

PGA는 기하평균스펙트럼(GMRotI50)[1]의 100Hz에서의 응답 스펙트럼

가속도로 정의한다.

그림 4.2 Tabas(1978) 의 GMRotI50 응답스펙트럼 100Hz에서 도출된

최대 지반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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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Housner Spectral Intensity

Housner 스펙트럼 진도  는 유사 속도 응답스펙트럼을 주기 0.1초부

터 2.5초까지 적분한 것이다[7].


 





  (4.1)

여기서 , 는 각각 구조물의 고유주기, 감쇠 비이고, 는 지반

운동의 유사 속도 응답스펙트럼이다. Housner 스펙트럼 진도는 일본

가스시설의 지진 피해 예측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7]. 이 진도는 구조물의

탄성 응답에 대한 지반 진동 세기의 영향을 나타내기엔 적합한 지표로

평가되지만, 구조물의 피해 정도를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실제 지진에서 관찰되었다[2].

본 연구에서의 수평응답스펙트럼은 기하평균스펙트럼(GMRotI50)[1]

으로 정의한다. 지진 계측은 직교하는 수평 2방향에 대해서 하며 주기별

스펙트럼 가속도 또한 두 방향에 대해서 구해진다. 스펙트럼 가속도를

구하는 기존의 방법은 이들 두 성분의 스펙트럼 가속도에 대해서 그대로

기하평균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지진 계측기를 설치한 방향

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설치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우연적 불확실성(aleatoric uncertainty)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평 2방향을 직교하도록 유지하면서 기하평균을

구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값을 구하고 (예로, 0~90도를 5도씩 돌려가며

18개의 기하평균 값을 산출) 이들 기하평균값의 50 percentile 값을 사용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1]. 그러나 이렇게 하면 50 percentile인 경우의

수평 2 방향의 방위각이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를 주기에

독립적으로 하나의 대표되는 방위각을 결정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

로 구해지는 각 주기별 50 percentile 스펙트럴 가속도와 대표되는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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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 대한 기하평균 값과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대표 각을 정해

사용하였다[1].

그림 4.3 은 판내부에서 계측된 지진 중 하나인 Tabas(1978) 지진의

Bar-Skupstina Opstine station 에서 계측된 수평 2방향 지반운동 가속

도 시간이력에 대하여 주기 0.01초에 대한 2자유도 시스템의 변위응답의

자취이다. 그래프의 값은 변위를 스펙트럴 가속도로 환산하여 g 단위로

표기하였다. 이와 같이 x 방향에 대한 주기 0.01초의 스펙트럴 가속도는

0.851g 이지만 y방향으로는 0.857g가 된다. 이를 기하평균으로 하면

0.862g 이다. 따라서 어느 방향성분을 대표로 하느냐에 따라 스펙트럴

가속도 값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이 입력지진에 대하여 모든 주기에

대하여 x, y 각각의 방향에 대한 스펙트럼과 GMRotI50 스펙트럼을 도시

하면 그림 4.4와 같다. GMRotI50 스펙트럼은 대표 방향으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수평 2방향의 기하평균을 구한 값이다[1].

그림 4.3 주기 0.01초인 단자유도계에 대한 Tabas(1978) 지진의

x-y평면상의 스펙트럴 가속도 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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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Tabas(1978) 지진의 x, y 방향 응답스펙트럼 및 GMRotI50

응답스펙트럼

4.2.3 Arias Intensity

Arias 진도 는 0부터 무한대까지 고유진동수가 균등하게 분포된

비감쇠 탄성 다자유도계 집합에 대한 단위 중량 당 총에너지의 합으로,

지반 운동 기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8].

 

 





 (4.2)

여기서 는 지반 가속도, 는 지반 운동의 지속시간, 는 중력가속도

이다. Arias 진도는 산사태 위험 예측에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 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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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반 운동에 의해서 단일 자유도 시스템에 투입된 총 에너지로 해석

될 수 있다. Arias 진도는 지반 운동의 세기의 정량적 척도로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Arias 진도는 수평면에서는 특정한 방위각

의 방향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방위각이 변하면 Arias 진도는 변하게

된다. 방위각을 변화시키면서 Arias 진도를 계산하면, 우리는 이 진도가

최대가 되는 방위각을 식별할 수 있다[8].



- 23 -

4.3 지진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파라미터

4.3.1 지진 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진앙과 진원 깊이 그리고 규모를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진 규모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피해와

상관이 높은 것을 Local Magnitude, 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을

사용하기로 한다.

4.3.2 Arias 적분과 진도 그리고 유의 지속시간 Husid Plot

Arias 진도 적분은 임의 시간 t까지의 적분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

 

 





 (4.3)

 는 시간 t까지 투입된 에너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적분에

대한 Arias 진도의 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4.4)

비율 R(t)는 총 투입 에너지에 대한 시간 t까지 투입된 에너지의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는 R(t)를 시간ｔ에 대한 함수로 정의할 수 있으며,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로 도시할 수 있다.

Husid Plot을 이용하면 시각적으로 편리하게 결정할 수 있다. 지속시

간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주로 정의된다.

   (4.5)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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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여기서 , 는 지속 시간을 의미하고,,, 는 각각 Arias 적분

이 Arias Intensity의 5%, 75%, 95%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일반적으로 강지진동 지속시간은 로 정의되고 총 지속 시간은 근사

적으로 이다. 대체로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 (4.7)

이 plot을 Husid plot이라고 부른다. Husid plot에서 우리는 유의 지속시

간을 구할 수 있다. 아래 1979년 Tabas, Iran 지진 시 Tabas station 에

서 기록된 지반가속도의 성분의 시간이력과 Husid plot 이다.

 

 





 



 (4.8)

 

 
(4.9)

본 연구의 경우 지속시간을 식 4.8 과 같이 수평지반운동의 직교 2방

향 모두의 성분을 고려할 수 있는 x, y 두방향 성분의 vector

summation 방향으로 지속시간을 정의하였다.

그림 4.5 Tabas(1979) 지진의 x, y방향 지반 가속도 시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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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지진의 직교 방향 성분 Vector summation 개념도

그림 4.7 Tabas(1979) 지진의 지반 가속도 Husid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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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통계 분석 방법

진도는 규모, 진원 거리, 진원 깊이 및 여러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지

진 피해의 지표이므로 일반 계기진도 하나만으로 진도를 예측하는 것에

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종속변수 MMI는 계기진도 뿐만 아니라 다양

한 변수의 영향을 받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MMI 와 상관성이 가장 높은

계기진도 항에 진원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절대량인 규모 등 파라미터

항을 추가하여 다중선형회귀[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수행 하였다.

선행 연구 에서는 Kazi R. Karim and Fumio Yamzaki[3] 는 4.7식과

같이 PGA 와 규모 그리고 구조물의 내력개념의 Spectral intensity의 항

을 추가하여 다중선형희귀분석을 하였는데 계기진도항만으로 단순선형

회귀분석을 한 것보다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3].

    (4.10)

이번 연구에서는 규모, PGA, Spectral intensity에 강지진동 지속시간

항을 추가하였다. 지진 피해의 경우 강지진동의 지속시간의 의해 피해의

규모를 결정하는 큰 물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4.11)

그러므로 식 4.8과 같이 지속시간을 항을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

다. 하지만 Arias 적분이 Arias Intensity의 75% 또는 95%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과  중 어느 항을 추가할지는 분석 결과에

따라 정의할 것이다.



- 27 -

제 5 장 회귀 분석

5.1 계기진도 회귀모델

본 연구에서는 총 177개의 국내외 판내부 지진기록을 사용하여 대표

적 계기진도의 지표인 PGA, Arias intensity, Housner spectral

intensity, JMA를 각각 계산하여 각 지진에 대응하는 MMI와의 단순선

형회귀분석 을 하여 상관계수와, 오차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이때 표 5.1

에서 Housner spectral intensity 상관관계가 0.903으로 계산되었고,

Standard Deviation or Error= 0.932로 편차가 낮게 나와 MMI 와 가장

상관성 높은 계기진도인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Housner spectral

intensity 의 경우 구조물의 내력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구조물의

감쇠 비를 정의해야 계산할 수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RC구조물은 연선도 2~3 범위 내에서

구조적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Priestly 등의 한국에 많이 분포된

식 5.1의 Concrete frame의 유효 감쇠비 산정 식[33]을 사용하여 연성도

2~3범위의 감쇠비를 계산해보면 16~21% 정도 산정되었다. 이는 일반

RC구조물이 파괴될 떼 감쇠비가 16~21% 까지 증가한다. 할 수 있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감쇠비 20%의 SI를 사용하기

로 하였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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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LogPGA 와 MMI 간의 scattering plot

그림 5.2 LogArias 와 MMI 간의 scattering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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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LogSI 와 MMI 간의 scattering plot

그림 5.4 JMA 와 MMI 간의 scattering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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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유효 감쇠비 대비 연성도 [33]

계기진도 Correlation
coefficient

Standard Deviation of
Error

PGA 0.803 1.293

Arias intensity 0.865 1.088

JMA 0.892 0.980

Spectral Intensity
(  ) 0.903 0.932

표 5.1 각 계기진도와 MMI와의 상관관계 및 오차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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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존 모델과 제안 모델

상관관계가 가장 좋게 나온 감쇠비 20%의 SI와, PGA, 규모를

Yamzaki et al[3] 의 다중선형회귀 방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으

며 본 식에 지속시간  과  항을 추가하여 다중선형회귀와 진도

5를 기준으로 Segmented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하여 결과를 기존

의 김우한 등[9] 식과 비교하였다.

표 5.2에서 보았을 떼 지속시간 항을 추가한 지속시간 모델

[Segmented linear regression] 이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왔고, 그림

5.16에서와 같이 각 평균적으로 Yamzaki et al[3]과 김우한 등[9]의 식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ln

그림 5.6 김우한 등[9]의 공식을 적용한 회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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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Yamazaki et al.[3]가 제안한 M, SI, PGA와 진도간의 관계식

[Multiple linear regression]



그림 5.8 Yamazaki et al.[3]가 제안한 M, SI, PGA와 진도간의 관계식

[Two-stage multiple linear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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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지속시간모델 [Multiple linear regression]과 진도 간의

관계식



그림 5.10   지속시간모델 [Multiple linear regression]과 진도 간의

관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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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각 제안 지속시간 모델 과 기존 식 들과의 회귀분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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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2   지속시간모델 [Segmented multiple linear regression]과

진도 간의 관계식

그림 5.13   지속시간모델 [Segmented multiple linear regression]식

과 [Multiple linear regression]모델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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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4   지속시간모델 [Segmented multiple linear regression]과

진도 간의 관계식

그림 5.15   지속시간모델 [Segmented multiple linear regression]식

과 [Multiple linear regression]모델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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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예측공식 Correleation
coefficient

Standard
Deviation of Error

김우한 등 2006 0.804 1.852

Yamazaki (19)
[Multiple linear regression] 0.906 0.918

  지속시간 모델
[Multiple linear regression]

0.924 0.831

  지속시간 모델
[Multiple linear regression]

0.923 0.834

  지속시간 모델
[Segmented linear regression]

0.932 0.789

  지속시간 모델
[Segmented linear regression]

0.929 0.806

표 5.2 각 진도 예측 공식에 의해 추정한 진도와 실제 MMI 간의 상관계

수 및 오차표준편차

그림 5.16 진도별 예측진도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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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과 분석

6.1 경주지진 진도예측

2016년 09월 12일 한국시간 오후 8시 44분 32초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북위 동경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다. USGS 집계

기준으로 규모 5.8이며 진원 깊이는 13km 이다.

경주지진의 지진기록은 기상청 NECIS database[25]를 통해 총 140개

관측소의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 기록을 사용하였으며 2016 년 기상청

지진연보[26]를 통해 MMI 거시진도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활용된 총 177개의 지진기록에는 경주지진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존 김우한 식[9]의 정확도와 비교를 위해서

분석에 포함된 경주지진 기록 10개를 제외한 총 167개의 지진기록을

통해 Yamazaki 방법[3]과 새로 제안한 지속시간 추가 방법을 통해 예측

식을 도출하여 전국 관측소에서의 진도를 예측하여 기상청에서 발표한

2016년 지진연보[25]의 MMI와 비교해 보았다.

표 6.1에서 보았을 떼, 기존의 김우한 식은 전체 140개 기록의 7.85%

만을 정확히 맞추고 진도 ± 의 오차 범위 안에서는 31.43%만을 맞추

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속시간 [SMLR] 모델 의 경우 37.14%

를 정확히 맞추고 진도 ± 의 오차 범위 안에서는 75%를 맞추었다. 이

는 MMI(거시진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관측자의 주관적 입장을 내포하

고 있기 때문에 진도평가 오차범위가 큰 것을 고려하였을 떼 비교적

좋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는 김우한 식보다도 상대적으로

정확히 진도를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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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기상청 2016년 지진연보의 경주지진[2016.09] 진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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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기상청 2016년 지진연보의 경주지진[2016.09] ArcGIS 진도분포



- 41 -

그림 6.3 경주지진에 적용한 김우한 모델의 진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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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경주지진에 적용한   지속시간 모델 [SMLR]의 진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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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경주지진에 적용한   지속시간 모델 [SMLR]의 진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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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한 등,
2006

 

지속시간
모델
[MLR]

 

지속시간
모델
[MLR]

 

지속시간
모델
[SMLR]

 

지속시간
모델
[SMLR]

진도 11 50 50 55 52

진도 [+1] 5 41 42 33 35

진도 [-1] 28 8 7 17 18

총 오차범위 44 99 99 105 105

정확도 (%) 7.86 35.71 35.71 39.29 37.14

오차 범위내
정확도 (%) 31.43 70.71 70.71 75.00 75.00

표 6.1 각 진도 예측 공식에 의해 예측한 경주지진 진도의 정확도

그림 6.6 경주 지진의 진도별 예측진도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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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포항지진 진도예측

2017년 11월 15일 한국시간 오후 2시 29분 31초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위 동경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다. KMA 집계

기준으로 규모 5.4이며 진원 깊이는 7km 이다.

포항지진의 지진기록은 기상청 NECIS database[25]를 통해 총 144개

관측소의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 기록을 사용하였으며 2017 년 기상청

지진연보[26]를 통해 MMI 거시진도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활용된 총 177개의 지진기록을 통해 Yamazaki

방법[3]과 새로 제안한 지속시간 추가 방법을 통해 예측 식을 도출하여

전국 관측소에서의 진도를 예측하여 기상청에서 발표한 2017년 지진연보

[26]의 MMI와 비교해 보았다.

표 6.2에서 보았을 떼, 기존의 김우한 식은 전체 144개 기록의 15.28%

만을 정확히 맞추고 진도 ± 의 오차 범위 안에서는 31.25%만을 맞추

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속시간 [SMLR] 모델 의 경우 35.42%

를 정확히 맞추고 진도 ± 의 오차 범위 안에서는 90.28%를 맞추었다.

이는 MMI(거시진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관측자의 주관적 입장을 내포

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평가 오차범위가 큰 것을 고려하였을 떼 비교적

좋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는 김우한 식보다도 상대적으로

정확히 진도를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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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기상청 2017년 지진연보의 포항지진[2017.11] 진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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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기상청 2017년 지진연보의 포항지진[2017.11] 진도분포



- 48 -

그림 6.9 포항지진에 적용한 김우한 모델의 진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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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포항지진에 적용한   지속시간 모델 [SMLR]의 진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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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포항지진에 적용한   지속시간 모델 [SMLR]의 진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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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한 등,
2006

 

지속시간
모델
[MLR

 

지속시간
모델
[MLR]

 

지속시간
모델
[SMLR]

 

지속시간
모델
[SMLR]

진도 22 21 20 32 51

진도 [+1] 8 61 66 64 72

진도 [-1] 15 1 0 1 7

총 오차범위 45 83 86 97 130

정확도 (%) 15.28 14.58 13.89 22.22 35.42

오차 범위내
정확도 (%) 31.25 57.64 59.72 67.36 90.28

표 6.2 각 진도 예측 공식에 의해 예측한 포항지진 진도의 정확도

그림 6.12 포항 지진의 진도별 예측진도의 정확도

(참고: 분석에 사용된 포항지진 데이터에 대응하는 진도 5, 6 은 각 1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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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반도 지진환경과 유사한 해외 판내부 지진 데이터를

수집하여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지진을 고려한 진도

예측 식을 개발하였다.

연구에는 규모 3.0이상의 한국에서 발생한 경주지진 지진기록 포함

90개의 데이터와 판내부 지역에 속하는 북아메리카, 유럽, 중동, 중앙아

시아에서 발생한 87개의 지진기록과 그에 대응하는 진도데이터를 수집하

여 총 177개의 판내부 지진의 계측기록을 통해 계기진도 계산하여 각

MMI 와의 상관성 분성을 수행하였다. 이때 감쇠비 20% 의 Spectral

Intensity 가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계기진도 하나만

으로 진도를 평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진도는 부지효과, 규모, 지속

시간 등 많은 물리적 파라미터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그 효과들도 같이

고려하여야지만 정확도 높은 진도를 계산할 수 있다.

기존에 Karim and Yamazaki[3]의 회귀 분석법에 추가로 본 연구에서

는 PGA 와 SI 를 GMRotI50의 기하평균 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고, 지진

피해와 물리적 상관성이 높은 지반운동의 총에너지가 가해지는 지속시간

항을 2축 수평방향 벡터 합으로 계산한 다음 추가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

을 함으로써 진도 예측 정확도가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속시간 모델들과 기존의 김우한 등[9]의 식과

Yamazaki et al[9]의 식을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에 각각 적용해 보았다.

이때 D5-95 [Segmented MLR] 제안식이 상대적으로 경주와 포항지진

진도를 잘 예측하였지만 진도 5-6 구간은 D5-95 [MLR] 가 잘 예측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향후 D5-95 [Segmented MLR] 제안식의 진도 5-6 구

간 보안 식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좋은 예측식이 기대된다.



- 53 -

　 코드 지역 위도 경도 고도
(km) 기록계 속도계 가속도계

1 ADO2 안동 36.41 128.95 0.324 Q330S 단주기(CMG-40T-1) 가속도(ES-T)

2 ADOA 송현 36.57 128.70 0.169 Q330HRS 　 가속도시추공(ES-DH)

3 AGSA 앙성 37.09 127.81 0.104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4 AMD 안마도 35.34 126.03 0.079 Q330HRS 광대역(STS-2.5) 가속도(ES-T)

5 ANMA 안면도 36.54 126.33 0.042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6 BAR2 백령도 37.98 124.71 0.039 Q330HRS 광대역(STS-2.5) 가속도(ES-T)

7 BAU 백운산 35.10 127.60 0.562 Q330HRS 단주기(CMG-40T-1) 가속도(ES-T)

8 BGDB 비금도 34.77 125.95 0.038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9 BLGA 벌곡 36.14 127.30 0.105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0 BLLA 별량 34.86 127.46 0.045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1 BON2 보은 36.55 127.80 0.355 Q330HRS 단주기(CMG-40T-1) 가속도(ES-T)

12 BOSB 보성 34.76 127.21 0.065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13 BSA 부산 35.10 129.03 0.107 Q330HRS 　 가속도(ES-T)

14 BURB 부론 37.23 127.75 0.088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15 BUS2 금정 35.25 129.11 0.117 Q330S 광대역(CMG-3T) 가속도(ES-T)

16 BUSA 부석 36.98 128.66 0.348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7 BUYB 부여 36.27 126.92 0.059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18 CEA2 천안 36.28 127.26 0.229 Q330HRS 단주기(CMG-40T-1) 가속도(ES-T)

19 CEJA 청주 36.64 127.44 0.102 Q330HRS 　 가속도시추공(ES-DH)

20 CGDA 청도 35.66 128.67 0.147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21 CGIA 청일 37.58 128.15 0.26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22 CGUB 청운 37.56 127.71 0.159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23 CGWB 창원 35.17 128.57 0.091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24 CGYA 청양 36.42 126.78 0.139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25 CHC2 춘천 37.78 127.81 0.269 Q330HRS 광대역(STS-2.5) 가속도(ES-T)

26 CHJ2 충주 36.87 127.97 0.247 Q330S 광대역(CMG-3T) 가속도(ES-T)

27 CHO 전주 35.84 127.12 0.09 Q330S 　 가속도(ES-T)

28 CHRA 창녕 35.53 128.48 0.079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부록 1. 기상청 관측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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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지역 위도 경도 고도
(km) 기록계 속도계 가속도계

29 CHYB 춘양 36.94 128.91 0.37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30 CIGB 칠곡 36.04 128.38 0.074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31 CJD 추자도 33.96 126.29 0.091 Q330HRS 광대역(STS-2.5) 가속도(ES-T)

32 CJDB 춘장대 36.17 126.53 0.055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33 CPR2 추풍령 36.22 127.97 0.287 Q330HRS 단주기(CMG-40T-1) 가속도(ES-T)

34 CSDB 청산도 34.18 126.90 0.024 Q330HRS 　 가속도시추공(ES-DH)

35 CSOA 청송 36.39 129.09 0.258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36 CWO2 철원 38.08 127.52 0.378 Q330HRS 단주기(CMG-40T-1) 가속도(ES-T)

37 DACB 대청도 37.83 124.71 0.081 Q330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38 DAG2 경산 35.77 128.90 0.294 Q330S 광대역(STS-2) 가속도(ES-T)

39 DAU 대구 35.89 128.62 0.09 Q330 　 가속도(ES-T)

40 DDCA 동두천 37.90 127.06 0.162 Q330HRS 　 가속도시추공(ES-DH)

41 DEI 덕적도 37.26 126.10 0.068 Q330HRS 단주기(CMG-40T-1) 가속도(ES-T)

42 DGHA 동향 35.84 127.57 0.359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43 DGLA 동로 36.79 128.27 0.491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44 DGY2 대관령 37.69 128.67 0.833 Q330S 광대역(STS-2) 가속도(ES-T)

45 DKSA 덕산 36.90 128.15 0.325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46 DNBA 단북 36.39 128.43 0.122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47 DUSB 덕유산 35.89 127.77 0.698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48 ECDB 어청도 36.12 125.98 0.073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49 EMSB 음성 36.97 127.62 0.182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50 EURB 의령 35.32 128.29 0.066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51 EUSB 의성 36.36 128.69 0.132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52 GACA 개천 35.11 128.31 0.169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53 GAHB 강화 37.71 126.45 0.062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54 GAPB 가평 37.84 127.50 0.131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55 GBI 격비 36.63 125.56 0.116 Q330HRS 단주기(CMG-40T-1) 가속도(ES-T)

56 GDDB 가덕도 35.01 128.83 0.048 Q330HRS 　 가속도시추공(ES-DH)

57 GEJB 거진 38.42 128.39 0.135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58 GGDA 강동 35.95 129.25 0.075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59 GGDB 가거도 34.05 125.13 0.054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60 GGGA 강구 36.36 129.39 0.129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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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GIC 김천 36.08 128.10 0.124 Q330 　 가속도(ES-T)

62 GIGA 기계 36.07 129.20 0.1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63 GMDB 거문도 34.04 127.29 0.14 Q330HRS 광대역시추공
(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64 GMHB 김화 38.25 127.42 0.251 Q330HRS 광대역시추공
(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65 GMNA 금남 34.98 127.89 0.146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66 GMPB 김포 37.64 126.68 0.04 Q330HRS 광대역시추공
(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67 GOCB 고창 35.35 126.60 0.094 Q330HRS 광대역시추공
(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68 GODA 교동 37.79 126.29 0.055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69 GOS2 고산 33.30 126.21 0.1 Q330HRS 단주기 (CMG-40T-1) 가속도(ES-T)

70 GSG 강서구 37.55 126.84 0.077 Q330S+ 　 가속도(ES-T)

71 GSNA 경주산내 35.76 129.01 0.217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72 GUM 구미 36.23 128.29 0.097 Q330 　 가속도(ES-T)

73 GUWB 군위 36.18 128.59 0.093 Q330HRS 　 가속도시추공(ES-DH)

74 GWJ 광주 35.17 126.89 0.097 Q330S 　 가속도(ES-T)

75 GWL 사북 37.21 128.82 0.976 Q330 　 가속도(ES-T)

76 GWYB 광양 34.94 127.69 0.16 Q330HRS 광대역시추공
(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77 HACA 삼가 35.41 128.10 0.135 Q330HRS 　 가속도시추공(ES-DH)

78 HAD 하동 35.08 127.77 0.062 Q330S+ 　 가속도(ES-T)

79 HAIA 하일 34.94 128.19 0.061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80 HALB 한림 33.40 126.27 0.084 Q330HRS 광대역시추공
(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81 HAMB 함양 35.51 127.75 0.2 Q330HRS 광대역시추공
(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82 HANB 해남 34.55 126.57 0.061 Q330HRS 광대역시추공
(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83 HAWA 화원 34.67 126.33 0.051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84 HAWB 화성 37.08 126.77 0.053 Q330HRS 광대역시추공
(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85 HCNA 합천 35.57 128.17 0.075 Q330HRS 　 가속도시추공(ES-DH)

86 HES 횡성 37.49 127.99 0.163 Q330 　 가속도(ES-T)

87 HGDB 홍도 34.71 125.20 0.045 Q330HRS 광대역시추공
(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88 HMGA 호미곶 36.08 129.57 0.079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89 HMPA 함평 35.14 126.62 0.058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90 HOCA 홍천 37.68 127.88 0.144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91 HUK2 흑산도 34.69 125.45 0.138 Q330S 단주기 (CMG-40T-1) 가속도(ES-T)

92 HWCA 간동 38.07 127.77 0.288 Q330HRS 　 가속도시추공(ES-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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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HWC
B 화천 38.22 127.67 0.306 Q330S 광대역시추공

(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94 ICN2 이천 37.29 127.42 0.128 Q330HRS 　 가속도(ES-T)

95 IJA2 인제 37.99 128.11 0.217 Q330HRS 　 가속도(ES-T)

96 IJAA 기린 37.95 128.32 0.346 Q330HRS 　 가속도시추공(ES-DH)

97 IJBA 인제북 38.12 128.32 0.452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98 IKSA 익산 36.06 127.06 0.082 Q330HRS 　 가속도시추공(ES-DH)

99 IMSA 임실 35.61 127.29 0.29 Q330HRS 　 가속도시추공(ES-DH)

100 IMWB 임원 37.24 129.34 0.055 Q330HRS 광대역시추공
(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101 INCA 인천 37.48 126.62 0.111 Q330HRS 　 가속도시추공(ES-DH)

102 ISGB 익산금강 35.93 126.97 0.053 Q330HRS 광대역시추공
(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103 JAHA 장흥 34.69 126.92 0.048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04 JASA 장수 35.66 127.52 0.408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05 JDO 진도 34.47 126.32 0.492 Q330S+ 단주기 (CMG-40T-1) 가속도(ES-T)

106 JECB 제천 37.16 128.19 0.309 Q330HRS 광대역시추공
(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107 JEJB 정자 35.64 129.44 0.01 Q330HRS 　 가속도시추공(ES-DH)

108 JEO2 완주 35.94 127.29 0.199 Q330HRS 광대역 (STS-2.5) 가속도(ES-T)

109 JES 정선 37.43 128.67 0.404 Q330S+ 　 가속도(ES-T)

110 JEU2 정읍 35.49 126.93 0.171 Q330HRS 　 가속도(ES-T)

111 JINA 진주 35.16 128.04 0.082 Q330HRS 　 가속도시추공(ES-DH)

112 JJU2 제주 33.43 126.55 0.525 Q330HRS 　 가속도(ES-T)

113 JMJ 주문진 37.88 128.76 0.081 Q330S 단주기 (CMG-40T-1) 가속도(ES-T)

114 JNHA 진해 35.11 128.75 0.064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15 JNPA 증평 36.80 127.56 0.126 Q330HRS 　 가속도시추공(ES-DH)

116 JNYA 진영 35.28 128.72 0.068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17 JODB 조도 34.31 126.04 0.078 Q330HRS 광대역시추공
(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118 JUCA 주촌 35.24 128.83 0.071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19 JURA 중랑구 37.61 127.09 0.084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20 KAWA 강릉 37.80 128.86 0.079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21 KCH2 거창 35.61 127.92 0.442 Q330HRS 단주기 (CMG-40T-1) 가속도(ES-T)

122 KMSA 금산 36.11 127.48 0.221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23 KOHB 고흥 34.62 127.28 0.103 Q330S 광대역시추공
(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124 KOJ2 공주 36.47 127.14 0.102 Q330S 단주기 (CMG-40T-1) 가속도(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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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KOSB 고성 38.60 128.36 0.062 Q330HRS 광대역시추공
(STS-5A) 가속도시추공(ES-DH)

126 KUJA 거제 34.89 128.60 0.097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27 KWJ2 무등산(광
주) 35.16 126.99 0.249 Q330HRS 광대역 (STS-2.5) 가속도(ES-T)

128 KWJU 무등산(광
주) 35.16 126.99 0.249 Q330HRS 초광대역 (STS-1) 　

129 MALA 마령 35.74 127.35 0.308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30 MAN 무안 35.09 126.28 0.055 Q330 　 가속도(ES-T)

131 MGY2 문경 36.66 128.06 0.156 Q330HRS 　 가속도(ES-T)

132 MIYA 밀양 35.49 128.74 0.059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33 MLGA 물금 35.31 129.00 0.054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34 MMD 매물도 34.65 128.58 0.117 Q330HRS 광대역 (STS-2.5) 가속도(ES-T)

135 MND 무녀도 35.80 126.42 0.055 Q330HRS 광대역 (STS-2.5) 가속도(ES-T)

136 MOPB 목포 34.82 126.38 0.092 Q330HRS 광대역시추공
(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137 MSNA 밀양산내 35.59 128.95 0.272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38 MUS2 문산 37.89 126.77 0.024 Q330HRS 　 가속도(ES-T)

139 NACA 내초 35.95 126.59 0.042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40 NAH 남해 34.82 127.93 0.103 Q330S+ 　 가속도(ES-T)

141 NAJ 나주 35.03 126.83 0.07 Q330S+ 　 가속도(ES-T)

142 NAMB 내면 37.77 128.39 0.656 Q330HRS 광대역시추공
(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143 NAWB 남원 35.42 127.40 0.178 Q330HRS 광대역시추공
(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144 NCNA 내촌 37.82 128.09 0.275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45 NJDA 난지도 37.05 126.42 0.077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46 NLDA 나로도 34.53 127.47 0.179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47 NOW 노원구 37.69 127.07 0.144 Q330S+ 　 가속도(ES-T)

148 OKCB 옥천 36.35 127.79 0.161 Q330HRS 광대역시추공
(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149 OKEB 옥계 37.62 128.98 0.092 Q330HRS 광대역시추공
(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150 OYDB 외연도 36.23 126.08 0.095 Q330HRS 광대역시추공
(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151 PHA2 포항 36.19 129.37 0.073 Q330S 단주기 (CMG-40T-1) 가속도(ES-T)

152 PORA 보령 36.33 126.56 0.068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53 PTK 평택 36.99 127.11 0.039 Q330 　 가속도(ES-T)

154 PUAA 부안 35.73 126.72 0.049 Q330HRS 　 가속도시추공(ES-DH)

155 PYC 평창 37.37 128.39 0.347 Q330 　 가속도(ES-T)

156 PYCA 면온 37.56 128.38 0.577 Q330HRS 　 가속도시추공(ES-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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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SACA 산청 35.41 127.88 0.13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58 SAJ 상주 36.41 128.16 0.144 Q330S+ 　 가속도(ES-T)

159 SCHA 순천 35.02 127.37 0.194 Q330HRS 　 가속도시추공(ES-DH)

160 SECA 서천 36.14 126.75 0.07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61 SEHB 서화 38.27 128.25 0.406 Q330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162 SEO2 서울 37.49 126.92 0.114 Q330S 광대역(CMG-3T) 가속도(ES-T)

163 SES2 서산 36.79 126.45 0.125 Q330HRS 광대역(STS-2.5) 가속도(ES-T)

164 SGMA 상면 37.83 127.29 0.31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65 SGP2 서귀포 33.26 126.50 0.177 Q330HRS 　 가속도(ES-T)

166 SHHB 시흥 37.35 126.70 0.049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167 SKC2 속초 38.29 128.52 0.059 Q330HRS 단주기(CMG-40T-1) 가속도(ES-T)

168 SMKB 새만금 35.69 126.56 0.058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169 SMWA 심원 35.53 126.55 0.065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70 SNGB 신기 37.35 129.09 0.124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171 SOD 종로구 37.57 126.97 0.115 Q330S+ 　 가속도(ES-T)

172 SUBA 수비 36.78 129.22 0.427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73 SUCA 순창 35.37 127.14 0.146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74 SWO2 수원 37.28 126.98 0.119 Q330HRS 단주기(CMG-40T-1) 가속도(ES-T)

175 TAHA 태하 37.52 130.81 0.214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76 TAIA 태인 36.65 126.93 0.051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77 TANB 태안 36.67 126.14 0.05 Q330HRS 　 가속도시추공(ES-DH)

178 TBA2 태백 37.12 128.95 0.936 Q330HRS 　 가속도(ES-T)

179 TEJ2 대전 36.37 127.37 0.073 Q330S+ 　 가속도(ES-T)

180 TOHA 동해 37.51 129.12 0.086 Q330HRS 　 가속도시추공(ES-DH)

181 TOY2 통영 34.85 128.44 0.026 Q330HRS 　 가속도(ES-T)

182 UDO 우도 33.52 126.95 0.006 Q330HRS 　 가속도(ES-T)

183 UJN 울진 36.99 129.41 0.084 Q330HRS 　 가속도(ES-T)

184 ULDR 울릉도 37.48 130.90 0.269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185 ULJ2 온정 36.70 129.41 0.122 Q330S 광대역(STS-2) 가속도(ES-T)

186 UNCA 웅촌 35.47 129.24 0.093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87 USN2 울산 35.70 129.12 0.25 Q330HRS 단주기(CMG-40T-1) 가속도(ES-T)

188 WAN2 완도 34.40 126.70 0.083 Q330HRS 단주기(CMG-40T-1) 가속도(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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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WJU2 원주 37.40 128.05 0.423 Q330S 단주기(CMG-40T-1) 가속도(ES-T)

190 YALB 야로 35.73 128.19 0.397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191 YAPA 양평 37.49 127.49 0.093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92 YAYA 강현 38.14 128.60 0.061 Q330HRS 　 가속도시추공(ES-DH)

193 YAYB 양양 38.02 128.72 0.05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194 YCH 예천 36.63 128.43 0.118 Q330HRS 　 가속도(ES-T)

195 YEG 영광 35.28 126.48 0.073 Q330S+ 　 가속도(ES-T)

196 YESA 여수 34.74 127.74 0.112 Q330HRS 　 가속도시추공(ES-DH)

197 YEYB 영양 36.63 129.09 0.26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198 YGAA 용암 35.85 128.37 0.074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199 YGJA 용정 35.03 128.48 0.05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200 YINB 용인 37.27 127.22 0.088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201 YJD2 영종도 37.48 126.45 0.007 Q330S+ 　 가속도(ES-T)

202 YKDB 욕지도 34.62 128.27 0.133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203 YNCB 연천 38.04 126.93 0.02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204 YNDB 연도 34.43 127.80 0.049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205 YOA 영암 34.77 126.74 0.151 Q330HRS 단주기(CMG-40T-1) 가속도(ES-T)

206 YOCB 영천 35.98 128.95 0.143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207 YODB 영덕 36.53 129.41 0.092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208 YOJB 영주 36.87 128.52 0.259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209 YOW2 영월 37.18 128.46 0.281 Q330HRS 단주기(CMG-40T-1) 가속도(ES-T)

210 YPDB 소연평도 37.61 125.71 0.093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211 YSAB 예산 36.74 126.82 0.071 Q330HRS 광대역시추공(CMG-3TB) 가속도시추공(ES-DH)

212 YUGA 유구 36.54 126.95 0.095 Q330S+ 　 가속도시추공(ES-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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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s between Modified
Mercalli Intensity and

Instrumental Seismic Intensity
Based on the Korean and

Overseas Intra-plate Earthquake
Records

Gankhuu Surenkhuu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proposes develops of MMI prediction formula

based on the Korean and overseas intra-plate earthquake record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ypical instrumental seismic intensities,

predicting earthquake damage and corresponding MMI, was calculated.

Through this calculation, the instrumental seismic intensity with the

highest correlation of actual MMI was obtained.

In this stud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MLR) was

performed on the added duration including highly correlated

earthquake damage and magnitude to the instrumental seismic

intensity. When calculating the PGA and Housner spectral intensity,

current study uses a geometric mean response spectrum (GMRotI50),

accounting for both horizontal two-axis components. Specifically, the

duration is defined as the vector summation direc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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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gonal bi-axial component of the horizontal ground motions.

In this stud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MLR) was

performed on the added duration including highly correlated

earthquake damage and magnitude to the instrumental seismic

intensity. When calculating the PGA and Housner spectral intensity,

current study uses a geometric mean response spectrum (GMRotI50),

accounting for both horizontal two-axis components. Specifically, the

duration is defined as the vector summation direction of the

orthogonal bi-axial component of the horizontal ground motion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slope changes significantly from the

point where the structural damage is observed. Segmented Multiple

linear regression was adopted by applying a weighting to the MMI

on which the change occurs. Therefore, the characteristics of low

MMI and high MMI was complemented.

Using the proposed models, earthquakes of Gyeongju ( ,

2016.09.12.) and Pohang ( , 2016.09.12.) were calculated.

Results of those earthquakes were then compared with the existing

Korean model. Considering the MMI evaluation error has a large

because the MMI evaluation is subjective, It was verified that the

proposed model shows a higher probability than the existing model.

………………………………………………………………………………………

keywords : MMI, Macroseismic intensity, Instrumental

seismic intensity, Intra-plate earthquake,

Gyeongju earthquake, Pohang earthquake,

Modified Mercalli Intensity, Predict ntensity

Student Number : 2016-2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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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Хамгийн түрүүнд үргэлж хүүдээ урам өгч, бүхий л шийдвэрд итгэж 
дэмждэг ээж, аавдаа маш их баярлалаа. Мөн Мөнхөө эгч, Энхүүш эгч 
маань бас дүүдээ байнга урам өгч сэтгэлээр унасан үед биеэр хол ч  
гэсэн сэтгэлээр хажууд үргэлж байсанд баяралалаа. Дүү нь 2 эгч нар
тайдаа үргэлж баярлаж явдаг шүү. Намайг баклвараа төгсөх үед мана
й гэр бүлд хэцүү зүйлс их тохиолдсон ч, одоо бүгд сайхнаар байгаа 
нь 2 эгч нарын буян юм шүү. Цаашдаа ч гэсэн миний хайртай гэр   
бүл маань эрүүл энх аз жаргалаар дүүрэн байхийг чин сэтгэлээр     
хүсэж байна аа. 
 Мөн магистраар сурж байх хугацаанд хамт зовж бас хөгжилдсөн    
Гантулга ах, Доржоо хоёр-т баярлаж явдаг шүү. Хурдан дипломоо   
амжилттай хамгаалаад сайхан хамт дурсамжаа сэргээнэ ээ. Амжилт    
хүсье.
 ШУТИС-ийн Барилгын нөхөд болох Батзаяа, Рэнцэн, Мөнхтулгадаа 
мөн үлдсэн хугацаанд хичээгээд төгсөхийг хүсэж. Учралтийн гэр    
бүлд бас аз жаргал хүсье ээ.
 Бүх туслаж дэмжсэн хүн бүхэнд баярлалаа. Та бүгдийн итгэлийг    
алдахгүй хичээх болно оо. Баярлала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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