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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반도 지역은 파가 일정거리 이상에서 최대진폭으로 발달한다. 남한 지역 파의 값은 두관측점법의
간격이 늘어날수록 신뢰성 있는 낮은 값이 얻어진다. 코다규격화법, 다중지연시간창법 등의 방법에서도 공통적으로 얻어
진 한반도의 파 감쇠상수는 지진 안정지대와 연관되는 매우 낮은 값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어: 남한, 파, , 지진 안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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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regional earthquake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seismic

waves have the largest amplitude. Our
researches in South Korea found that more reasonable low Lg− was obtained as the inter-station distances increase. The
other methods such as coda normalization method and multiple lapse time window method also produced that the low
−
Lg is related to the values of seismically inactive region.
Keywords: South Korea, waves, Lg− , seismically inactiv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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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감쇠는 각 관측점에서 지진파 진폭의 변화를 측정하
여 감쇠상수 Q 값으로 나타내는데, 이 Q 값이 내진설계에
있어서 지반의 진동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
보이다. 따라서 세계 광범위한 지역에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
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P파와 S파의 Q 값은 세계의 지진 안
정지역에 해당하는 낮은 값이 보고되었다(예; 정태웅, 2001;
정·사또, 2000; 정 등, 2001; 2004; Chung and Sato, 2001a;
2001b; Kim et al., 2004; Chung et al., 2006).
한편 한반도는 전형적인 대륙지각으로 지진파의 지각 다중
반사파인 Lg파가 일정 진앙 거리 이상에서 발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e.g. Furumura and Kennett, 2001). 특히 후쿠오카 지
진의 경우와 같이 일본, 중국 등 인접 지진다발 국가에서 큰
지진동이 전파되어 오는 경우, 경우에 따라 Lg파가 최대 진폭
을 갖게 되어 Lg파의 Q 값은 내진 설계상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갖게 된다. 또한 최근 북한 핵실험 탐지를 위해 Lg파의 발
달이 미약한 인공폭발과 그렇지 않은 자연지진과의 구분 (e.g.
Cong et al., 1996) 을 통하여 Lg파 Q 값이 주목을 받고 있
는 가운데, 최근 북핵 실험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e.g. Hong et al., 2008; Hong and Lee, 2009). 이러한 가
운데, 남한지역에 대한 활발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정태웅,
2002, 2008, 2009; 정과 윤, 2009; 정 외, 2004, 2009;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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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점증하는 가운
데, 한반도 역시 최근 관측되는 지진발생 회수가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4년 5월 29일 경북 울진 앞바다에
서 발생한 규모 5.2(기상청 발표)의 지진은 지난 1978년 10월
7일 홍성에서 발생한 규모 5.0 지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지진
으로 기록된 바 있다. 또한 2005년 3월 20일 일본 큐슈 앞바
다에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후쿠오카 지진)은 진앙지에 가까
운 경상도 일대는 물론 멀리 수도권 지역에서도 강한 진동이
감지되는 등,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이 한반도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 지진이었고, 국내 건물에 대한 내
진설계 점검과 기상청의 지진 발생통보 체제 강화 등 지진 대
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진은 발생되는 진원 가까이에서는 엄청난 진동으로 큰 피
해를 일으키지만, 진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에너지가 급격히
감쇠되어 피해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와같은 지진동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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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ee, 2002, 2003; Chung et al., 2005, 2007, 2010; Hong,

277

정태웅

278

2010), 여기서는 이러한 남한지역
를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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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의 값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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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와 남한지각

파
와 Ewing (1952)은 뉴욕지방의 천발지진 기록에서 특
이한 종류의 표면파를 발견하여 파와 파라고 명명하였
는데 주기가 보통의 표면파에 비해 매우 짧고 지표의 진동은
표면파와 같으나 파는 상하성분이 꽤 섞여 있어서 Love파
와는 판이하다. 이들 두 파는 파의 경로가 대륙지각에 한정되
어 나타나고, 해양지각을 100 km 이상 통과하면 사라진다. 이
와 같은 성질을 이용하여 동해의 수심이 2 km 이상 되는 지역
은 해양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한반도의
지진계 기록에서 살펴보면, 파는 일반적으로 군속도 약 3.5
km/s에서 시작되어 가장 큰 파형을 이루며, 군속도 2.9 km/s에
이르도록 긴 후속진동을 보인다(Fig. 1). 파는 지표와 모호
사이를 파가 중복반사하여 전달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가 지질학적
Sato and Fehler (1998)는 의 감쇠상수(
인 구조 및 조구조적인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경향이
있음을 세계 도처의 측정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특
히 1 Hz 근방에서 는 조구조적인 지진활동과 매우 밀접
한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는데, 지진활동이 활발한 지역이 그렇
지 않은 지역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Aki, 1980a; Jin and
Aki, 1988).
한반도를 가로질러 조밀한 일본 지진 관측망에 기록된 아시
아대륙의 지진파에서 파는 매우 뚜렷한 모습을 보이나(예;
는 남한 지진 관
Furumura and Kennett, 2001), 한반도의
측점 미비로 최근에 이르도록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1999년
이후 디지털 지진계가 남한 전역에 걸쳐 전개되었고, 선명한
파형이 기록되어 이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남한의 지각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는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으며 금세기
들어 큰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조구조적으로서 안정지역
으로 남한 육지지방은 1905년 기계적 관측이 시작된 이래
5를 넘는 지진이 3번에 불과하다. 반면에, 마찬가지로 유라시
아판에 속한 황해의 중국의 해안지역은 지난 200년간 규
모 5 이상의 지진이 50회 이상 발생하였다(Chung and Brantley,
1989).
남한의 지각구조에 대하여서는 Lee (1979)가 남한의 지각의
두께가 35 km라고 발표한 이후, 김상조와 김소구(1983)는
15 km 깊이에서 상부지각과 하부지각이 나뉘며, P파 속도가
5.98 km/s, 6.38 km/s인 동시에 최상부 맨틀 속도는 7.95 km/s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일반적인 지구 지각모델을 참고
로 하여 제한된 지진자료에서 구해진 것이나, 후에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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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ypical Lg waves observed in KRA station (35.33oN,
129.31oE) with epricentral distances R( ). The velocity windows
3.5 ~ 2.9 km/s was denoted as solid lines with arrows.
Fig. 1.

역산해석(Chung, 1995; 이와 정태웅, 1999; 정 외, 1999)에서
간단하면서 잔차가 매우 적은, 이른바 바람직한 지각 모델
로 입증되었으며, 한국기상청(KMA)이나 지질자원연구원
(KIGAM) 등지에서 진원해석을 할 때 표준모델로 사용되고
있다.
남한 지역은 남동부 경상지역을 제외하고 중국 대륙의 것과
형성기원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캠브리아기 변성암대가
중생대 화성암에 의해 관입되는 형태가 광범위하게 펼쳐 있다.
남동부 경상지역은 일본 남서지방의 것과 형성기원이 동일한
중생대 퇴적암이 광범위하게 분포 한다(Lee, 1974).

단일관측점법에 의한 연구
Aki (1080b)는 진원시에서 일정 경과지점의 Coda 스펙트럼

값이 파 직접파의 스펙트럼값과 진원거리에 무관하게 비례
한다는 점에 착안, 파 직접파를 Coda파로 나눔으로서 두 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진원 및 수신함수를 제거하여 경로의 감
쇠값을 도출하는 Coda규격화법을 고안하였다. 이 방법은 관
측점 하나로도 결과 도출이 가능하여 단일관측점법으로 불리
우는데, 파(Yoshimoto , 1993)와 파(Frankel ,
1990)의 경우에도 확장적용 되었다. Chung and Lee (2003)는
이 단일관측점법에 의해 한반도의 4 관측점의 지진자료에서
평균 0.0019 의 값을 얻었는데(Fig. 2), 이 값은 앞서 한
국남동부 지역에서 구한 값과 거의 일치한다(정·Sato,
2000; 정태웅, 2001; 정 등, 2001; Chung and Sato, 2001a,
2001b). 한국 남동부 지역
값은 세계적으로 지진활동성이
가장 낮은 순상지 지역에 해당되는 값임이 밝혀진 바 있다.
값 역시 값과 마찬가지로 지진활동성과 밀접한 관
련을 보이는데(Fig. 2), 지진활동성이 높은 지역인 태평양 멕시
코 앞바다 섭입지대(Domnguez , 1997), 캘리포니아지역
(Benz
, 1997; Paul
, 1996; Domnguez and Rebollar,
값은 매우 높은 반면, 지진 안정지역인 노르웨이
1997)의
(Sereno
, 1988), 미국 중앙 애팔레치아 산맥지역(Sh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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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관측점법에 의한 연구
Chun

et al.

(1987)은 동일 직선상에 놓인 2 지진과 2 관측

점 자료를 이용하여 관측 부지 효과 및 지진원 효과를 제거하
여 전달 매질의 감쇠계수를 측정하는 방법, 즉 Reversed Two
Station Method (RTSM)를 고안하였다. RTSM은 최근에 이르
기까지 세계 여러 곳에서 신뢰성 높은 파의 감쇠값 측정에
이용되어 왔는데(예; Xie , 2006), 두 관측점이 이용되는
관계로 일명 두관측점법으로도 불리운다. RTSM은 관측점간
거리( )가 멀수록 정확한 감쇠상수를 구할 수 있는데, 짧은
에서는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그 예로, 스페인 남부에 위치
한 그라나다 분지(De Miguel , 1992)는 지진활동이 비교
적 덜한 지역인데도 이상적으로 값이 높다(Fig. 2). 이러
한 값을 도출한 지진자료의 진앙거리가 최대 250 km에 불과
하며, 따라서 RTSM의 값이 모두 60 km 이하 값에 불과
하다. 한반도 남동부 지역에서는 최대 진앙거리 180 km,
( ) = 0.0339
로 매우 높은
< 53 km 의 RTSM에서
값이 도출된 바 있으며(김성균 등, 1999), 진앙거리 380 km,
< 100 km의 RTSM 연구에서는 Coda 규격화 연구결과의
값이 보고 된 바 있다(Chung and
10배에 달하는 높은
Lee, 2002; 정태웅, 2002). 이러한 짧은 진앙거리와 이에 따른
짧은 는 필연적으로 상부지각의 높은 값을 반영하게 되
는 것으로 지각의 지진활동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Ou and Herrmann (1990)은 200 km 이하의 짧은 진앙거리
에서는 거리에 따른 감쇠율이 식 (1)에 적용된 표면파의 감쇠
율 0.5 보다 큰 것을 보였으며 Atkinson and Mereu (1992)도
130 km 이하에서의 큰 감쇠율을 확인하였다. 캐나다 순상지의
낮은 값(Shi , 1996)은 1300 km에 이르는 긴 관측
점간 거리에 연유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부캐나다의 최대진
앙거리 867 km, 210 km 자료로부터 Chun (1987)은
합리적으로 낮은 값을 얻는데 성공하고 있다.
한편, Shih (1994)은 신호의 진원의 기하계수와 관
측점의 증폭효과는 방위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RTSM의 2 지진 및 2 관측점의 일직선상 배열 조건을 완화한
source pair/receiver pair (SPRP) 법을 고안하였다. Chung
(2005)은 SPRP법을 이용하여 좁은 한반도에서 RTSM으로
얻을 수 없었던 50 km 이상의 긴 SP를 확보하여 한반도 상황
에 맞아 떨어지는 지진활동도가 매우 낮은 값과 대응되는
값을 얻는데 성공하였다(Fig. 2).
그러나 SPRP법의 해석결과는 RTSM의 해, 예를 들면 티벳
동부지역의 해(Fan and Lay, 2003)에 비해 비교적 큰 오차를
보인다. 이러한 큰 오차는 SPRP법을 처음으로 제시한 연구결
과 (Shih , 1994)에서도 나타나는데, Shih 의 경우는
아시아 대륙의 광범위한 지역을 해석하는데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지역은 Shih (1994)에 비해 매우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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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g−1of our results with error bars, and other studies.
Circles with C and N represent the value of California and New
York State, respectively (Frankel
, 1990). Frequency-dependent
values are classified into three regions of seismicity; the thick solid
lines from 1 to 5 denote active regions, the thin solid lines from 6
to 10 denote moderate regions, and the broken lines from 11 to 15
denote inactive regions: 1, Granada basin, southern Spain (De
Miguel
, 1992); 2, subduction zone in Mexico (Domínguez
, 1997); 3, Sierra Nevada, California (Paul
., 1996); 4,
southern California (Benz
., 1997); 5, northern Baja California
(Domínguez and Rebollar, 1997); 6, Basin and Range province
(Benz
., 1997); 7, central France (Campillo
., 1985); 8,
Great Basin (Chávez and Priestley, 1986); 9, Tibetian Plateau
(McNamara
., 1996); 10, eastern Kazakhstan (Sereno, 1990);
11, Norway (Sereno
., 1988); 12, central Appalachia (Shi
.,
1996); 13, southeastern Canada (Atkinson and Mereu, 1992); 14,
Canadian shield (Hasegawa, 1985); 15, Adirondack mountains in
the United States (Shi
., 1996). This figure is modified version
of Chun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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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과 애디론댁 산맥(Shi
, 1996) 및 뉴욕주 지역
(Frankel, 1990), 캐나다 동부(Chun
, 1987)와 순상지
(Atkinson and Mereu, 1992; Hasegawa, 1985)지역의 Lg− 값
은 매우 낮으며, 두 지역의 중간 지진활동성을 보이는 미국 서
부산맥 지역(Benz , 1997), 프랑스 중부(Campillo ,
1985), 미국 대평원(Chvez and Priestley, 1986), 티베트 고원
(McNamara
, 1996), 카자흐스탄 동부(Sereno, 1990)의
−
(1990)은 지
Lg 값은 역시 중간정도이다. 또한, Frankel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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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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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적으로 안정지역인 뉴욕지방과 지진활동이 왕성한 남캘리
포니아 지역에서 큰 값의 차이를 3 Hz의 값에서 보고하
였다(Fig. 2의 C, N).
Aki (1980b)는 이러한
값의 차이가 지각내의 균열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지역인 남한의 값은
error bar 가 짧아서 신뢰성이 높은 고주파 영역의 값을 보면,
캐나다 순상지 지역인 낮은 값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런데, Coda규격화법을 이용한 값 연구는 Frankel
(1990)의 고안 이후 잘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다른 방법
에 의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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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좁은 지역이나, 해석결과 다소 큰 오차가 존재하는데,
이는 대륙지각인 한반도 지역 바로 인근에 동해가 있어서 동
해안 지방이 대륙지각에서 해양지각으로 천이되는 연유로 인
한 지역적 불균질 효과인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인
근의 동해안 지역은 제 3기에 격렬한 화성활동을 수반한 배호
확장으로 통상 해양분지의 두 배 정도 두꺼운 해양지각이 분
포하고 있다(Hirata , 1989; Chung , 1990; Chung
and Kanazawa, 1991; Chung, 1992; Kim
, 1994). 그럼에
도 불구하고 1.5 Hz 이상의 오차는 이전의 Coda 연구 결과
(Chung and Lee, 2003)에 비하여 적으며, 결과 또한 상응된 값
을 보이고 있다 (Fig. 2).
et al.

et al.

et al.

한반도주변 광역적 연구
RTSM은 충분한 관측점 간격( )이 확보되면 SPRP에 비하
SP

여 신뢰도가 높은 감쇠상수를 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
므로(Fan and Lay, 2003), 정태웅(2008)은 앞서 Chung and
Lee (2002) 및 정태웅(2002)의 짧은 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
본 구주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진관측망에 포착된 남한 지역의
지진자료를 수집하여 RTSM을 적용하였다. 일본의 관측점 자
료를 이용하여 최소 112 km에서 최대 260 km의 SP를 확보하
였으나, RTSM 결과는 SPRP법이나 Coda규격화법 등 한반도
의 조구조 상황과 잘 맞는 결과를 도출하였던 방법 등에 비해
매우 높은 감쇠값이 도출되어 이것은 한반도의 조구조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Chun
(Personal Communication)은 한반도 지역과 같은 지역적 범위
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의 감쇠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관
측점과 지진 모두 비슷한 감쇠계수 지역에 놓여야 하는데, 이
연구의 경우 관측점 혹은 지진이 감쇠상수가 매우 클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지역에 놓여 있어서 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RTSM 의 를 좀더 길게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태웅(2009)은 IRIS (Incorporated Research Institutions for Seismology)의 우리나라 인천을 포함한
동아시아 관측점을 이용하여 1000 km 이상의 측선에 대한
RTSM을 측정한 결과, 동아시아 주변지역의 지진활동도와 상
응하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Xie (2006)은 유라시아 대륙의 자료를 광범
위하게 수집, 해석하여 지역적으로 변화하는 토모그라픽한
감쇠상수를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였으며, 1 Hz의 감쇠
값이 조구조 활동과 매우 밀접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한
반도의 경우, 주위에 일본과 동부 중국의 조구조 활동성과 연
관되어 비교적 높은 값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한반도 값은
IRIS의 단일 관측점 값만이 해석에 쓰여졌을 뿐 아니라, 반도
를 가로지르는 파 경로자료도 없어서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반도의 지역적으로 변화하는 토모그라픽한 감
쇠상수는 아직까지 조사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최근 북한의 핵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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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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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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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g

Tomographic values of Lg−1*10000. The low values are
denoted as dark color. (modified from Chung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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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실시로 인하여 자연지진과 인공 핵실험 지진의 구분을
위하여 토모그라픽한 감쇠상수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
고 있다.
Chung
(2007)은 IRIS 동아시아 관측점과 국내지진 자
료를 결합하여 RTSM에 의한 한반도 주변지역의 토모그라픽
한 감쇠상수 변화를 구하였다. 즉, 한반도의 본 연구지역을
값을 갖는 격자로 분할하여 경로가 지나
193개의 일정한
는 격자에 대하여 보간하여 Fig. 3과 같은 격자값을 구하였다.
Fig. 3의 특징은 동해 지역의 비교적 높은
값과 북동 중
국지방의 낮은 값이다. 한반도의 지각은 대체로 30 km 두
께에서 동해 지역에 가까워지면서 급격히 얇아지면서 3000 m
수심의 동해지역에서는 8.5 km 두께로 된다 (Hirata ,
값은 얇은 지각과 일본열도의 활성 조구
1992). 결국 높은
조 상태를 반영하는 반면, 낮은 값은 북동 중국의 비활성
조구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Hong (2010)은 파의 진폭 스펙트럼식(Sereno
, 1988; Xie and Patton, 1999)의 진원 스펙트럼항에 포함된
지진모우멘트와 코너주파수( )를 Xie (2002)의 관계식을 적
용, 값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및 일본지역 토모그라
픽한 감쇠상수 구해냈는데, 역시 해양지역에서 높은
값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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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값으로 파의 고주파 영역 감쇠상수가 구하여지면 그것
이 고유값인지 아니면 산란에 의한 효과인지를 알아야 한다.
고유감쇠 가 지진파의 탄성에너지를 열이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척도라면, 산란감쇠 는 지진파의 반사
와 굴절, 위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실험에 의하면 고
유감쇠는 부분용융에 더욱 민감하다고 하며(예; Stocker and
Gordon, 1975; Kampfmann and Berckhemer, 1985), 그로 인
하여 화산 지역의 마그마를 탐색하기 위해 고유감쇠값을 조사
하는 연구가 행하여지곤 한다(예; Chung , 2009).
화산지역을 비롯, 지각의 감쇠구조 연구는 주로 코다 값
측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예; 정 외, 2004). 코다 값
측정은 S파가 Source에서 지각의 불순물, 즉 산란체에 한번만
산란되어 관측점에 이르게 된다는 단일산란모델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예; Aki, 1969, Aki and Chouet, 1975). 이러한
단일산란모델은 고유감쇠와 산란감쇠를 분리해 낼 수가 없어
서 다중산란모델이 도입되었는데, 다중산란모델은 고유감쇠
값은 S파 직접파와 코다파의 진폭을 감쇠시키고, 산란감쇠
는 S파 직접파는 감쇠시키는 반면 코다파는 증폭시키는
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유감쇠값과 산란감쇠값을 분리하
는데 이용되게 되었다. 다중산란에 대하여 수치적인 모델을
Hoshiba (1991)가 제시하였고 Zeng
(1991)과 Sato
(1993)가 해석적인 모델을 내놓았다.
이와 같이 제시된 다중산란모델의 이론값과 관측되어지는
코다파 포락선값을 비교를 통하여 고유감쇠와 산란감쇠를 분
리하는 다중지연시간창 해석법 Multiple Lapse Time Window
method (MLTW법)이 Hoshiba
(1991)과 Fehler
(1992)에 의해 개발되어 널리 쓰이게 되었다(예; Sato and
Fehler, 1998). Mayeda
(1992)은 MLTW법을 이용하여
화산지역인 하와이제도와 지진활성지역인 캘리포니아 지역에
대하여 고유감쇠값과 산란감쇠값을 최초로 제시하였고, Canas
(1998)은 두 값이 대서양 연안의 오래된 지역에 비해 카
날리 화산제도가 높은 값 및 값임을 보였다. 한편 시
추공형 지진계에 의한 관측은 비록 그 자료가 적더라도 오차
가 적은 결과를 보여 주는데, 일본의 경우 역시 다른 지진활성
지역에 비해 화산지역이 높은 값 및 값이 보고 되었
다(Hoshiba, 1993).
이와 같이 감쇠상수에 대한 고유감쇠값과 산란감쇠값 제시
는 최근 연구의 추세이고, 고유값이 제시되지 않은 감쇠상수는
지각특성의 물리적인 이해가 부족하게 된다. 정과 윤(2009)은
한반도의 파의 고주파 영역 감쇠상수에 대하여 고유치 분
리를 Fehler . (1992)이 개발한 다중시간창법(MLTW)을
각 주파수별로 적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정태웅(2009a)은 다중
산란모델에 의한 한반도의 이론 코다Q값을 보고하였다. 또한
최근 본 연구팀은 Yoshimoto (2000)의 몬테카를로법에 의한
직접파 시뮬레이션법을 이용하여 한반도 속도모델에 근거한
다중지연시간창 Q값 연구를 보고하였다(정태웅, 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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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intrinsic i−1 for uniform model of South
Korea (2010; 2009) and worldwide regions. Grey lines represent the
values of volcanic regions – Mt. Fuji (Chung
, 2009), Hawaii,
Central California, Long Valley (Mayeda
, 1992), Kagoshima,
Chubu, Shikoku in Japan (Hoshiba, 1993), Canary Island (Canas
, 1998). Dashed lines are following regions − South Apennines
(Bianco
, 2002), Furiuri, Italia (Bianco
, 2005), Southern
Spain (Akinci
, 1995), Almeria, Southeastern Spain (Pujades
, 1997). This figure is modified from Chung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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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동일한 방법으로 최근 경상분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Lee
, 2010; Chung and
Yoshimoto, 2010).
Chung
(2010)과 정과 윤(2009)의 해석결과는 Fig. 4,
5의 검은 실선 값으로 도시하고 다른 지역 값과 비교하였다.
회색의 선은 후지산(Chung , 2009), 하와이 제도 (Mayeda
, 1992), 카날리 제도(Canas
, 1998), 일본 카고시마
및 쥬부 지역(Hoshiba, 1993) 등 화산지대의 값으로 높은
이 기대 되는 곳이다. 그 외의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은 캘리포
니아 중부 및 Long Valley 지역(Mayeda , 1992), 일본 시
코꾸(Hoshiba, 1993), 이탈리아 남 아펜니노 산맥(Bianco
, 2002) 및 Firiuli 지역(Bianco
, 2005) 등 지진 활성지
역과 스페인의 남부지역(Akinci , 1995) 및 Almeria
(Pujades
, 1997) 등 한반도보다 지진이 빈번한 곳이다. 분
리된 한반도의 값 결과는 지진 안정지대와 연관되는 매우
낮은 값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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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년도 세종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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