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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측소와 스마트폰 MEMS 센서 기록의 비교분석

장동일*ㆍ안재광**ㆍ권영우***ㆍ곽동엽****

Jang, Dongil*, Ahn, Jae-Kwang**, Kwon, Youngwoo***, Kwak, Dongyoup****

Comparative Analysis of Seismic Records Observed at Seismic 

Stations and Smartphone MEMS Sensors

ABSTRACT

A smartphone (SMP) includes a MEMS sensor that can record 3-components motions and has a wireless network device to transmit 

data in live. These features and relatively low maintenance costs are the advantage of using SMPs as an auxiliary seismic observation 

network. Currently, 279 SMPs are monitoring seismic motions. In this study, we compare the SMP records with the seismic station (SS) 

records to validate SMP records. The data used for comparison are records for five earthquakes that occurred in 2019, which are 321 

SS data record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d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and 145 

recorded by SMP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event-term corrected average residual of the SMP MEMS sensor records is 0.59 which 

indicating that the peak horizontal acceleration by SMP is 1.8 factor bigger than the peak ground acceleration by SS. In addition, the 

residuals tend to decrease as the installation floor of the smartphone MEMS sensor increases, which is the similar trend with response 

spectra from SS. 

Key words : Smartphone, MEMS Sensor, PGA, Seismic motion, Residual analysis

초 록

스마트폰은 3축 방향 가속도를 기록할 수 있는 MEMS 센서를 포함하고 있고 무선통신망 장치가 내장되어 실시간으로 진동 데이터를 관측하고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지진관측망으로 사용하는 데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현재 국내 영남권에 시범적으로 279개

의 스마트폰이 설치되어 지진관측망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관측 지진기록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지진관측망의 

지진관측소 기록과 스마트폰의 관측기록을 비교하였다. 비교에 활용된 데이터는 2019년에 발생한 5개의 지진에 대한 기록이며, 기상청과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관측소에서 기록한 321개의 데이터와 스마트폰에서 기록한 145개의 데이터이다. 최대지반가속도(PGA)를 추출한 후, 

지반운동예측식(GMPE)을 스마트폰 기록에 적용하여 PGA와 최대수평가속도(PHA)의 잔차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폰 MEMS 센

서 관측기록의 자연대수 평균 잔차는 0.59로 약 1.8배 큰 PHA를 관측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MEMS 센서의 설치 층수가 높아질수록 잔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지진파 응답스펙트럼의 경향과 비슷하다.

검색어 : 스마트폰, MEMS 센서, 최대지반가속도, 지진 운동, 잔차 분석

지반공학Geotechn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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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에서 처음으로 큰 피해를 입힌 2016년의 9.12지진 이후 

187개의 지진관측소가 신설되어, 현재 국내에는 기상청 외 정부기

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지진 관측 및 계측의 목적으로 약 700여 

개소의 관측망이 구축되어 있다(KMA, 2019a). 하지만, 여전히 

지진조기경보의 음영지역이 존재하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정확

한 진도추정을 위해서는 그 수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진관측소 하나에 소요되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지진관측소의 

수를 늘리는 것에는 제약이 따른다.

최근의 스마트폰은 가속도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무선통신으로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국가지진관측 

네트워크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MEMS 센서를 

통한 지진관측 네트워크의 개발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Kong et al.(2016)은 스마트폰 MEMS 센서를 

사용하여 지진을 감지하는 시스템인 MyShake를 개발하여 지진 

조기경보(Earthquake Early Warning, EEW)를 향상시킬 수 있도

록 하였고, Cochran et al.(2009)의 Quake-Catcher Network 

(QCN) 및 Clayton et al.(2011)의 Community Seismic Network 

(CSN)는 건물에 설치된 MEMS를 사용하여 지진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MEMS 센서의 지진계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

기 위해 현재 지진관측소 사이 음영지역의 다양한 건물에 센서를 

설치하고 그로부터 추출한 관측기록을 활용하여 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를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KMA, 

2019b). 해당 연구의 MEMS 센서는 SK Telecom이 개발하고 

경북대학교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센서로, 무선통신망을 통해 SK 

Telecom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한다. 최근 2,700여 개의 센서

가 국내 전역에 설치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해당 MEMS 센서를 

지진관측소 기록과 비교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였다. Fig. 1은 

MEMS 센서의 사진이며 이 센서를 MEMSKP로 지칭하겠다. 그러

나, 현재 활용된 MEMS 센서는 10 km 이내의 규모 3.5이상의 

지진을 감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규모 지진을 감지하지 못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KMA, 2019b). 또한, MEMSKP가 

설치된 이후 관측 가능한 지진의 감지 기록이 2020년도 3월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지진밖에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설치된 스마

트폰 MEMS 센서가 감지한 지진기록을 통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 2는 기상청(KMA)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의 지

진관측소 468개소와 국내 영남권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스마트폰 

총 279개의 위치를 도시한다. Fig. 2에서 스마트폰 MEMS 센서가 

영남권에 조밀하게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국내 액상화를 

발생시킨 2017년의 포항지진과 같이 한반도 내 영남권에서 발생하

는 지진이 크고 잦기 때문에 보다 가까운 지진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센서의 유지, 보수 및 추후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Fig. 3과 같이 음영지역 내 위치한 기존 구조물의 바닥면에 스마트폰을 

설치하였다(Huang et al., 2020). 보안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로 

구조물의 1층에 설치가 어려운 곳은 구조물 상층부에 설치하였다. 

이후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MEMS 센서를 MEMSSP로 지칭하겠다.

지표형 지진관측소의 지진관측기록은 지표면 기준 진도 측정 

시 관측된 데이터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조 지진관측망인 

(a) Front view (b) Side view

Fig. 1. MEMS Sensor (MEMSKP) from SK Telecom (KMA, 2019b)

Fig. 2. Location of Seismic Stations, Smartphone MEMS Sensors, 
and Epicenters of Five 2019 Earthquakes

Fig. 3. Installation of Smartphone MEMS Sensors (MEMSSP) on 
Floors (Huang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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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MEMS 센서의 관측기록은 지진 시 구조물에 의한 거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스마트폰 기록으로 지표면 기준 진도추정을 

위해서는 구조물의 응답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먼저 지진관측소 지진계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된 MEMSKP의 

기록을 지진계 기록과 비교하여 MEMS 센서 기록의 유효성을 검증

하였다. 그 후, 2019년에 발생한 국내 지진 5개에 대한 지진관측소 

지진계 기록과 구조물에 설치된 MEMSSP의 관측기록을 이용하여 

지진관측소 지진계 기록의 최대지반가속도(Peak Ground Acceleration, 

PGA)에 맞는 지반운동예측식(Ground Motion Prediction Equation, 

GMPE)을 설정한 후, GMPE 예측치와 스마트폰 MEMS 센서의 

최대수평가속도(Peak Horizontal Acceleration, PHA)와의 잔차 

분석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스마트폰 MEMS 센서 설치 층수에 

대한 잔차의 경향을 분석해 보았다. 

2. 관측기록과 전처리

지진관측소와 MEMSSP는 모든 진동을 관측하기 때문에, 센서들

의 원본 시간 이력 기록은 지진동뿐만이 아닌 주변에 존재하는 

미세진동인 배경 잡음과 센서마다 가지고 있는 자체 노이즈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지진에 의한 진동의 크기를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

서는 배경 잡음과 센서 노이즈를 필터링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이

다. 특히, 연구에서 활용된 MEMS 센서는 Lee and Kwon(2020)에

서 언급된 것처럼 센서 자체 노이즈가 커 규모 3.5 이하인 지진 

신호의 복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처리 과정은 필수적이다.

2.1 관측기록

지진관측소와 MEMSSP에서의 관측기록의 비교분석을 위해 

2019년도 영남권에서 발생한 규모 2.5이상의 5개 지진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였다(KMA, 2020a; KMA 2020b). 그 결과, 지진관

측소에서 기록된 321개 데이터와 MEMSSP에서 기록된 145개의 

지진 기록이 수집되었다. 이때, MEMSSP는 평균적으로 10 km 

이내의 3.5 이상의 지진만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도가 

뛰어난 지진관측소의 지진계 기록보다 적은 수의 관측데이터가 

수집되었다(Lee and Kwon, 2020). 연구에 사용된 5개 지진의 

위치, 발생 일자, 규모 정보는 Table 1에 표기되어 있다.

2.2 관측기록의 전처리

2.2.1 지진관측소 기록의 전처리

지진관측소 기록의 배경 잡음의 필터링은 유효한 지진동 크기를 

유추하기 위해 필수적이다(KMA, 2019a). 지진관측소 기록의 

Sampling rate는 100 Hz (=1/100초)이며, 필터링은 R Code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R Core Team, 2019). 다음은 필터링 절차이다.

(1) 관측소까지의 P파 도달 시간을 계산한 후, P파 도달 시간의 이전 

기록들을 배경 잡음으로 간주한다. P파 도달 시간 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추정 P파 시작 시점을 활용한다(KMA, 2019a).

(2) 전체 지진파와 배경 잡음을 각각 푸리에 진폭 스펙트럼(Fourier 

Amplitude Spectrum, FAS)으로 표현하고 배경잡음에 band- 

pass filter 적용을 위한 코너주파수를 결정한다. 배경 잡음은 

저주파수 대역에서 증폭하는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전체 지진파

에서 저주파 부분의 FAS가 증가하는 부분을 High-pass filter 

코너주파수(fcHP)로 사용한다. 이때, 관측된 가속도 기록을 적

분하여 변위 기록을 생성하고 배경 잡음이 크게 증폭하지 않은 

수준일 때의 fcHP를 사용하도록 한다. 사용한 High-pass filter

의 식은 Eq. (1)과 같으며, n은 2로 설정한다.

(3) 지진관측소의 지진계는 고성능 지진계를 사용하여 고주파

수에서의 노이즈의 영향은 크지 않다. 따라서 Low-pass filter 

코너주파수(fcLP)는 50 Hz로 고정한다. Low-pass filter의 

식은 Eq. (2)와 같다. High-pass filter와 마찬가지로 n은 

2로 설정한다.

(4) 결정한 코너주파수와 Eqs. (1) and (2)를 통해 Acausal 

Butterworth band-pass 필터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fcHP보다 작고 fcLP보다 큰 주파수 영역의 배경 잡음

을 필터링한다.

(5) 역 푸리에변환을 통해 필터링 된 지진파 시간 이력 기록을 

추출한다.

(6) 지진파 시간 이력에서 PGA를 포함한 계기진도(Intensity Measure, 

IM)를 산출하고, PGA의 두 수평성분을 기하평균하여 최종 

PGA로 결정한다.

  



 




(1)

  



 




(2)

위의 필터링 과정 중 관측된 가속도 기록에 적분 과정을 거쳐 

변위에 대한 기록을 생성하기 때문에 변위에 대한 시간 이력에는 

기본선이 발산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변위 데이터에 대하여 

기본선 보정(Baseline correction) 작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Table 1. Occurrence Date, Magnitude, Longitude and Latitude of 
5 Earthquakes in 2019 (KMA, 2020a; KMA, 2020b)

Occurrence Date (UTC) ML Longitude Latitude

2019.02.10. 4.1 129.90E 36.16 N

2019.04.21. 3.8 129.80E 36.86 N

2019.06.11. 2.5 129.19E 35.76 N

2019.10.27. 3.4 128.49E 35.41 N

2019.12.29. 3.5 128.90E 35.56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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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가속도 시간 이력을 두 번 적분하여 도출한 변위 시간 

이력에 대하여 4차 다항식의 추세 곡선을 만든다. 

(2) 이 추세 곡선을 변위에서 제거하여 지진 응답 이후 변위 

시간 이력의 수렴성을 판단한다. 

(3) 그 후, 추세 곡선을 두 번 미분하여 실제 가속도 기록에서 제거한다. 

Fig. 4는 앞선 지진파 관측기록의 배경 잡음 제거를 위한 필터링 

과정의 절차를 보여준다(Choi et al., 2019).

2.2.2 MEMS 센서 기록의 전처리

MEMSSP 기록의 필터링은 Fig. 4와 같이 지진관측소 기록의 

필터링과 같은 순서를 통하여 진행한다. MEMSSP의 Sampling 

rate 또한 지진관측소와 같이 100 Hz 이지만, 지진관측소 기록의 

필터링과 달리 MEMSSP의 기록은 고주파수의 노이즈가 상당하므

로 band-pass 필터 생성 시 fcLP를 50 Hz로 고정하지 않고 고주파 

부분의 FAS가 증가하는 부분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MEMS 센서는 자체 노이즈의 최대가속도크기가 

0.003 g – 0.004 g 정도의 비교적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지진파 

시작인 P파 도달 시간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P파 

도달 시간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MEMS 

센서에서 기록된 데이터의 PHA가 0.004 g 이상인 기록만을 사용하

였다. 진앙거리와 P파 도달 시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HA와 P파 도달 시간과의 시간 차이를 지진관측소 기록들의 

PGA와 P파 도달 시간과의 시간 차이로부터 얻어 추정식을 도출한 

다음, MEMS 센서 기록에 적용하여 P파 도달 시간을 추정하였다. 

Fig. 4. Filtering Process of Seismic Motions (Choi et al., 2019)

(a) Regression line of EW direction

(b) Regression line of NS direction

(c) Regression line of UD direction

Fig. 5. Epicentral Distance (Repic) vs. PGA to P-wave Arrival Time 
Interval for (a) EW, (b) NS, and (c) UD Directions from 32 
Earthquake Events

Table 2. Occurrence Date and Magnitude of 27 Earthquakes in 2015 (KMA, 2016)

Occurrence Date (UTC) ML Occurrence Date (UTC) ML Occurrence Date (UTC) ML

2015.01.06 2.8 2015.04.24 2.3 2015.08.17 2.5

2015.01.08 3.5 2015.06.22 2.6 2015.08.23 2.5

2015.01.30 2.2 2015.06.22 2.4 2015.09.01 2.5

2015.02.22 2.7 2015.07.14 2.8 2015.09.02 2.7

2015.03.10 2.7 2015.07.18 2.3 2015.10.01 2.5

2015.03.19 2.2 2015.07.22 2.6 2015.10.30 2.9

2015.04.13 3.3 2015.07.30 2.2 2015.11.13 2.6

2015.04.14 2.9 2015.08.01 2.2 2015.11.24 3.2

2015.04.20 2.1 2015.08.03 3.7 2015.12.21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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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방향(EW), 남북 방향(NS) 및 수직 방향(UD)에서 관측된 

최대가속도의 시간과 추정된 P파 도달 시간에는 조금씩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순수 지진파의 데이터가 잡음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 방향 중 가장 앞선 시간을 P파 도달 

시간으로 판단하였다. 추정된 EW, NS, UD 방향의 거리에 따른 

지진관측소의 PGA와 P파 도달 시간 사이의 시간 간격 회귀모델을 

Fig. 5에 도시하였다. 이를 통해 MEMSSP의 불확실한 P파 도달 

시간을 유추할 수 있다. 회귀 분석에 사용된 지진 기록은 총 32개의 

이벤트이며 2019년도 5개 지진과 신뢰도를 위해 추가된 2015년도 

27개 지진(Table 2 참고)을 사용하였다.

Fig. 6은 P파 도달 시간 추정 모델로부터 결정한 P파 도달 

시간을 나타낸다. 지진파의 크기가 크지 않기에 시간이력만으로 

P파 시작시간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거리에 따른 P파 도달 

시간 추정으로부터 대략적인 지진파 시작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2.2.3 전처리 기록의 유효성 검증

MEMS 센서 기록에 필터링을 적용한 후 실제 지진관측소 기록

과 비교한다면 전처리된 MEMS 센서 기록의 신뢰도를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상청 관측소 BAU 및 KCH2의 지진계와 

동일한 바닥면에 설치된 SJR35와 SJR3T MEMS 센서 기록을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 활용한 센서들은 MEMSKP이며 기상청에서 

보조 관측망 설치에 활용 예정인 센서이다. MEMSKP또한 MEMSSP

와 같은 필터링 과정을 거쳐 노이즈를 제거하였다. Fig. 7은 기상청 

지진관측소와 지진관측소 함체 내 설치된 MEMS 센서 설치 사진 

예시를 나타낸다. 총 2세트의 기상청 지진계와 MEMS 센서는 

2020년 3월 20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규모 2.7의 지진을 

성공적으로 기록하였다. Fig. 8은 BAU와 SJR35 MEMS 센서, 

그리고 KCH2와 SJR3T MEMS 센서의 관측기록에 대한 필터링 

전후의 시간 이력을 도시한다. MEMS 센서의 기록이 고주파수의 

노이즈에 의해 관측소 기록의 PHA보다 큰 PHA를 나타내나, 전처

리를 거치고 나면 관측소 기록의 PHA와 유사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측소 지진계 기록은 노이즈의 크기가 작아 필터링 전후의 

차이가 크지 않다.

3. 지진관측소와 스마트폰 MEMS 센서(MEMSSP)의 관

측기록 비교

3.1 지반운동예측식과 고정효과

지반운동예측식(Ground Motion Prediction Equation, GMPE)

은 지반의 운동 특성을 나타내는 계기진도(Intensity Measure, IM)

를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 예측하는 방정식이다. Pacific Earthquake 

Engineering Research Center (PEER)의 NGA-West2 프로젝트는 

전 세계 대규모 활성단층 지진기록과 미국 서부에서 발생한 규모 

3.0부터 5.5의 지진기록을 사용하여 GMPE를 개발하였다(Ancheta 

et al., 2014; Bozorgnia et al., 2014). PEER의 NGA-East 프로젝트

는 규모 2.5 이상인 82개 지진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미국 중동부 지역인 안정화된 대륙지역의 GMPE를 개발

하였다(Goulet et al., 2014). 또한, Kotha et al.(2018)은 일본의 

KIK-net 데이터를 활용하여 규모 3.4에서 7.3이며 Rjb가 0부터 

600 km인 활성 천발 지진의 GMPE를 도출하였다. 국내 지진파를 

고려하여 개발된 GMPE로는 Yun et al.(2008)과 Emolo et al.(2015)

의 모델 등이 있다. Yun et al.(2008)은 기반암 기준 모델로, 표층의 

IM예측을 위해서는 부지보정이 필요하고, Emolo et al.(2015)의 

모델은 큰 규모에서 추정값이 과대 예측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을 관측한 지진관측소 지진계와 MEMSSP의 

설치 위치 및 여러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두 관측기록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내 지반 조건에 맞는 GMPE를 활용하

여 추정된 IM의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면 MEMSSP 관측기록의 

유효성 판단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GMPE는 NGA- 

West2의 Boore et al.(2014) (BSSA14)모델로, 부지효과 및 큰 

규모를 고려할 수 있으며, 입력파라메타가 타 NGA-West2모델에 

Fig. 6. Acceleration of SMP259 Smartphone MEMS Sensor for 
Time History with Estimated P-wave Arrival Time

(a) (b)

Fig. 7. Examples of (a) KMA Seismic Station, and (b) Installation of 
MEMS Sensor in Seismic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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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U (SS) vs. SJR35 (MS) before filtering

(b) BAU (SS) vs. SJR35 (MS) after filtering

(c) KCH2 (SS) vs. SJR3T (MS) before filtering

(d) KCH2 (SS) vs. SJR3T (MS) after filtering

Fig. 8. Comparison of Seismic Stations (SS) and MEMS Sensors (MS) Records Before/After Filtering (2020.03.20. Earthquake, M=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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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Eq. (3)은 BSSA14 모델의 추정식을 

나타내며 Y, FE, FP, FS와 는 각각 지진파의 IMs, 지진 이벤트 

관련 함수, 거리 관련 함수, 부지 관련 함수와 추정식의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이격거리로 단층을 표면으로 정사영 시켰을 때의 최근접 

거리인 Rjb가 사용되는데, 지진의 규모가 작아 단층의 파괴면이 

크지 않다면 Rjb 대신 진앙거리인 Repic을 사용하여도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ln 




















(3)

Eq. (3)의 FS를 위해 지진관측소 및 MEMSSP가 설치된 지역의 

VS30을 적용하였다. 이때, 해당 지역의 VS30은 Choi et al.(2020)의 

VS30지도로부터 획득한 VS30을 활용하였다. Table 3은 MEMSSP 

위치에서의 추정 VS30을 나타낸다. VS=1 km/s 까지의 깊이인 

z1값은 데이터의 부재로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추정값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정효과(Event 

term, )를 고려하였다. 고정효과는 각각의 지진 이벤트마다 존재

하는 불확실성으로, 하나의 지진 이벤트에 대해 지진관측소 기록으

로부터 얻은 잔차(Residual)의 평균으로 간주하였다. 지진 기록이 

다수일 경우 이러한 방법은 유효하다(Abrahamson and Young, 

1992). 여기서 잔차(Residual)란 관측치와 GMPE로부터 예측된 

값의 로그에서의 차이를 의미한다(Eq. (4)). 

  lnln

 lnln
(4)

Fig. 9(a)는 고정효과를 판단하는 예시이며 2019년 2월 10일에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4.1 지진에 대해 지진관측소 32개소의 고정효

Table 3. Estimated VS30 at Location of MEMSSP (Choi et al., 2020)

Sensor Number Latitude Longitude
VS30

(m/s)
Sensor Number Latitude Longitude

VS30

(m/s)

SMP32 35.84356 129.1815 535 SMP184 35.57513 129.0977 520

SMP36 35.96123 129.5479 628 SMP189 35.31511 129.1737 549

SMP42 35.83271 128.5373 538 SMP190 35.23647 129.2142 554

SMP44 35.83738 128.7154 424 SMP192 35.61179 129.1494 556

SMP46 35.83049 128.6898 537 SMP194 35.50209 129.3753 517

SMP48 35.84107 129.2145 433 SMP216 35.87781 128.7733 437

SMP53 35.84143 128.7010 448 SMP219 35.67016 128.4435 380

SMP55 35.77975 128.4312 440 SMP250 35.26400 129.0156 439

SMP60 35.88765 128.5767 414 SMP252 35.89922 129.0151 454

SMP62 35.94191 128.6384 456 SMP257 35.95887 128.7964 504

SMP68 35.91352 128.6413 453 SMP258 35.95949 128.9158 537

SMP69 35.92222 128.6661 652 SMP259 35.98066 128.9787 477

SMP71 35.86594 129.2150 424 SMP260 35.92624 128.9456 502

SMP73 35.86290 129.1886 569 SMP261 36.00249 129.0762 612

SMP88 35.93311 129.2370 331 SMP265 35.99766 128.8936 448

SMP90 35.71541 129.3005 529 SMP266 35.87304 128.8934 504

SMP93 35.75082 129.2012 453 SMP271 35.82054 128.7259 485

SMP106 36.10188 129.3923 479 SMP273 35.79222 128.8764 483

SMP110 35.89261 129.0507 483 SMP275 35.84472 128.7673 453

SMP122 35.79010 128.4635 542 SMP276 35.85823 128.8058 511

SMP132 35.4646 129.3328 553 SMP277 35.88033 128.8526 494

SMP133 35.43888 129.3063 548 SMP278 35.87483 128.8245 508

SMP135 35.52552 129.3310 418 SMP279 35.81509 128.7741 463

SMP141 35.53050 129.2628 554 SMP280 35.81804 128.8248 462

SMP146 35.52373 129.4320 463 SMP284 35.75591 128.7378 593

SMP149 35.48718 129.4172 574 SMP285 35.81733 128.7523 553

SMP166 35.53802 129.3101 393 SMP288 35.79132 128.8410 448

SMP183 35.54670 129.1481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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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고려 전의 진앙거리별 잔차와 평균을 도시하였다. 해당 지진 

이벤트에서 잔차의 평균은 1.14로 이 값을 고정효과로 판단하고 

지진관측소 기록(Seismic Stations, SS)과 MEMS 센서 기록

(MEMS Sensors, MS)에 보정하였다. Fig. 9(b)에서 지진관측소 

전체 기록에 대해 고정효과 보정 여부에 따른 잔차 평균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고정효과 보정 후 전체 이벤트의 잔차의 평균은 0으로 

수렴하지만, 보정 전 기록은 1.06의 평균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MEMS 센서 잔차 분석

Fig. 10은 2019년도 5개 지진에 대한 지진관측소 기록과 

MEMSSP의 고정효과 보정 후의 잔차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지진관

측소 기록은 고정효과 고려 시 Fig. 9(b)와 마찬가지로 0의 잔차를 

가지며, 진앙거리에 따른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이로 말미암

아 BSSA14 모델이 진앙거리에 따라 치우치지 않는 PGA의 예측값

을 보여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MEMSSP의 경우는 자연대수 평균 

잔차의 평균이 0.59 정도로 실제 관측된 PHA 값이 지진관측소 

기록으로부터 보정된 추정치보다 더 큰 값을 나타낸다. 이는 

MEMSSP가 지표형 지진관측소보다 약 1.8배 정도 증폭된 PHA 

값을 관측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MEMSSP가 감지한 

기록에 0.56배를 곱한다면 평균적으로 보정된 지표면 기준의 진도

를 추정할 수 있다.

4. 스마트폰 MEMS 센서(MEMSSP) 설치 층수의 영향

MEMSSP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어 구조물 

응답의 영향을 받는다. Fig. 11은 설치 층수에 따른 MEMSSP 

기록의 PHA 잔차와 그에 대한 선형 추세선을 표현하였다. 데이터의 

수가 적고 낮은 층수에 몰려있어 정확한 분석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층수가 커질수록 잔차가 줄어들고 더 작은 

(a)

(b)

Fig. 9. (a) Residuals and Event Term (

) of 2019.02.10. M=4.1 

Pohang Earthquake and (b) Differences in Average 
Residual with or without Event Term (


) Consideration for 

All Five Earthquakes Considered in This Study

Fig. 10. Residual Analysis of Seismic Stations (SS) and MEMS 
Sensors (MS) Records. Epicentral Distance vs. Residual

Fig. 11. Residuals of MEMS Sensor Records Versus Floor Locations 
with Trend Line

Fig. 12. Average of Response Spectra of Seismic Stations Close to 
Smartphone MEMS Sensors for 5 Earthqu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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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가 관측되는 양상을 보인다.

먼저, 이러한 잔차의 감소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5개 

지진의 응답스펙트럼을 살펴보았다. Fig. 12는 설치된 MEMSSP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진관측소 30개소의 2019년도 5개 지진에 

대한 평균 응답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전처리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스펙트럴 가속도(Spectral Acceleration, Sa)를 해당 

지진관측소의 관측된 PGA로 나누어 정규화된 스펙트럴 가속도

(Normalized Spectral Acceleration, N.Sa)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

에서 활용한 지진은 규모가 2.5-4.1사이의 소규모 지진으로써 단주

기 성분이 우세한 응답스펙트럼을 보인다. 즉, 이번 연구에 사용된 

지진파는 평균적으로 고유주기 0.1초 이후에 주기가 길어질수록 

응답스펙트럼이 낮아진다. 이를 통해 Fig. 11에 도시된 MEMSSP 

기록의 잔차의 경향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층 건물의 

고유주기는 현행 구조설계 기준인 KBC 2016의 고유주기 약산법에 

따라 0.1-0.3초의 범위로 구해지며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층당 0.1초씩 증가한다(AIK, 2016). 또한, MEMSSP의 

설치 층수를 구조물의 최고층으로 가정한다면 층수가 커질수록 

구조물의 고유주기가 높아진다. 따라서 층수가 높아질수록 N.Sa는 

감소하며, 구조물에서 관측되는 PHA는 자유장의 PGA대비 그 

크기가 작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잔차의 감소 경향은 

지반구조물상호작용(Soil Structure Interaction, SSI)에 의한 결과

일 수 있다. 지반과 구조물은 완벽하게 밀착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진동에 의해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SSI를 고려한다면 상호작

용에 의해 응답스펙트럼의 크기가 작아지는 동시에 구조물의 고유

주기가 길어지게 된다(Yoo et al., 2014). 그 결과, 단주기 영역에서

는 같은 주기일 경우 기존보다 큰 응답스펙트럼을 가지게 되며 

장주기 영역에서는 더 작은 응답스펙트럼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단주기 영역에 존재하는 저층 구조물의 경우 장주기 영역의 고층 

구조물보다 큰 응답스펙트럼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Fig. 11의 

층수가 높아짐에 따라 잔차가 줄어드는 경향은 N.Sa의 경향과 

SSI를 고려한다면 타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두 

가지 분석 모두 규모가 큰 지진에 대해서는 장주기 성분이 우세하여 

일정 고유주기 영역에서 정반대의 양상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Fig. 11의 회귀분석 모델은 단순히 MEMSSP의 설치 층수만을 

고려한 것으로, 구조물의 종류, 총 층수, 연면적 등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 각 MEMS 센서별 상세한 지표면 기준의 진도를 추정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MEMS 센서가 설치된 구조물은 실제로는 

여러 질점계를 갖는 Multi Degree of Freedom (MDOF) 시스템으

로, 단순한 Single Degree of Freedom (SDOF) Sa가 아닌 총 

층수와 설치 층수를 따로 고려해야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MEMSSP의 보조 지진관측망으로써의 사용 여부 

판단을 위해 지진관측소의 지진계 기록과 MEMSSP 관측기록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비교를 위해 지진 이벤트별 불확실성인 고정효

과를 고려하여 실제 관측값의 PGA와 추정 PGA를 비교하는 잔차 

분석을 진행하였다. 2019년도 5개 지진을 통한 잔차 분석 결과, 

지진관측소 데이터의 평균 잔차는 0이며 진앙거리에 따라 고른 

분포를 보이므로, 선택한 지반운동예측식인 BSSA14 모델이 국내 

지진환경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MEMSSP의 자연대

수 평균 잔차는 0.59로 BSSA14 모델의 추정치 보다 약 1.8배 

큰 PHA가 도출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한다. 

(1) MEMSSP는 구조물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 발생 

시 구조물의 응답을 포함하는 PHA 값을 관측한다. 

(2) MEMSSP의 설치 층수가 높을수록 잔차가 낮아지는데, 이는 

지진파 응답스펙트럼 분석 시 0.1초 이상 경향과 비슷하며, 

지반구조물상호작용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결과는 현시점까지의 적은 지진기록과 규모가 작은 

지진기록의 한정적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측 데이터의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MEMSSP와 

MEMSKP를 같은 MEMS 센서로 간주하였지만 두 센서를 비교하

여 분석을 진행한다면 더 높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MEMS 센서를 통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

며, 추후 MEMS 센서가 설치된 구조물의 응답을 고려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MEMSSP에서 관측된 PGA 값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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