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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주도 한라산 주위에 위치한 JJU와 JJB 관측소 하부의 S파 속도구조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 관측소에서 2007

년 이후 기록한 MW 5.5 이상인 원격 지진자료 중 150개 수신함수를 이용하여 역산 및 H-κ 중합법에 적용하였다. 모호

면에서 변환된 PS파는 JJU 관측소의 북서쪽(후방위각 207 ~ 409o, 평균 308o)과 JJB 관측소의 남동쪽(후방위각 119 ~ 207o,

평균 163o) 방향으로 뚜렷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것은 아마도 모호면의 점이적인 속도변화나 지각 내의 속도 불균질층 때

문일 수 있다. 수신함수 역산으로부터 계산된 S파 속도모델은 지각 내의 저속도층을 뚜렷이 보여주며, 30 ~ 40 km 깊이

에서 점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JJB 관측소 반경 18 km 이내에서 저속도층(vs ≤ 3.5 km/s)은 14 ~ 26 km에

있고, vs ≥ 4.3 km/s으로 정의한 ‘모호면’은 34 km 깊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쪽으로 약 10 km 떨어진 곳에 위

치한 JJU 관측소의 반경 16 km 이내에서는 저속도층과 ‘모호면’이 14 ~ 24 km와 30 km에 각각 존재하여 JJB 관측소

에 비해 다소 얕은 깊이에서 나타난다. JJU와 JJB 관측소에 대한 H-κ 분석결과는 지각 두께가 29 km와 33 km이며, 종

파/횡파 속도비(vp/vs)가 1.64과 1.75임을 각각 나타내어 화산 정상에 가까운 곳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vp/vs가 관찰되었다.

주요어: S파 속도, 수신함수, H-κ 분석법, 저속도층, 모호

Abstract: Shear-wave velocity (vs) structures beneath two seismic stations, JJU and JJB on the flanks of the volcano

Halla on Jeju island, Korea, were estimated by receiver-function inversion and H-κ stacking applied to 150 teleseismic

events (MW ≥ 5.5) recorded since 2007. PS waves converted at the Moho discontinuity does not appear clearly for
northwesterly back-azimuths (207 ~ 409o, average 308o) at station JJU and southeasterly back-azimuths (119 ~ 207o,

average 163o) at station JJB. This may be due to a gradual velocity increase at Moho or heterogeneity within the crust.

The vs models derived by inversion of receiver functions indicate a distinct low velocity layer (vs ≤ 3.5 km/s; LVL)

within the crust and a gradual increase in vs in the depth interval of 30 to 40 km. Within the radius of 18 km beneath

station JJB, the LVL occurs at depths of 14 ~ 26 km and the ‘Moho’ (vs ≥ 4.3 km/s) is at 34 km depth. Ten kilometers
to the west, within the radius of 16 km beneath station JJU, both the LVL and the Moho are significantly shallower,

at depths of 14 to 24 km and 30 km, respectively. H-κ analyses for stations JJU and JJB yield estimated crustal thickness

of 29 and 33 km and vp/vs ratios of 1.64 and 1.75, respectively. The lesser vp/vs ratio was derived for rocks nearest to

the peak of the volc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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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주도는 대한민국 남단에 위치하며, 길이가 동서방향으로

74 km, 남북방향으로 32 km인 타원형의 화산섬이다(Fig. 1).

유네스코에 등록된 국내 유일의 화산섬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

되었지만, 일부 심부시추자료를 이용한 지질층서연구(Oh

et al., 2000)와 중자력 (Kwon et al., 1995; Lee et al., 1983)

및 상시미동을 이용한 지구물리학적 연구(Kim and Hong,

2012; Hong and Kim, 2010)를 제외하면 대부분 한라산 중심

의 지표지질조사에 한정되었다.

지각속도 구조를 얻는 방법으로는 여러 접근법이 있으며, 인

공지진파를 이용한 굴절법 및 반사법 탐사가 널리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굴절법 탐사의 경우 제주도는 파원-수신기 사이

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며, 반사법 방법은 많은 비용

이 소요된다. 또한 상시미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사심도가

상부지각의 최상부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광대역

지진관측소에서 기록된 원격지진을 이용하는 수신함수 분석법

은 별도의 파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지각 뿐만 아니라 상부

맨틀을 포함한 암권까지의 S파 속도구조도 규명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는 저비용의 고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연구에 이용되

었다.

수신함수 분석법은 관측소에 거의 수직으로 입사하는 진앙

거리 30o 이상인 원거리지진을 이용하여 관측소 하부의 지각

및 암권의 속도구조 규명을 위해서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지각구조 규명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64년 Transfer

Method (Phinney, 1964)라는 명칭으로 처음 소개된 수신함수

분석법(receiver function method)은 Burdick and Langston

(1977), Vinnik and Kosarev (1981) 등에 의해 수차례 발전되

었고, 특히 시간영역에서 선형 역산과정을 광대역 자료에 적용

시킨 바 있는 Owens et al. (1984)에 의하여 획기적으로 개선

되었다(Mohsen, 2004).

Chang and Baag (2005)은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을 사용하여 수신함수와 레일리파 위상속도를 복합역산함으로

써 한반도 관측소 18곳과 Chang et al. (2004)에서 분석된 4곳

을 함께 사용하여 남한의 모호면 분포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의 모호면은 26 ~ 36 km 범위에 있고, 몇몇 관측소

에서 8 ~ 10 km 깊이에 뚜렷한 속도 불연속면이 있음을 밝혔

다. 또한 Yoo et al. (2007)은 한반도 남부의 80개 관측소에 기

록된 수신함수, 레일리 위상속도 그리고 레일리파 및 러브파의

군속도(group velocity)를 복합역산함으로써 각 관측소의 모호

면 깊이를 산출한 후 이들을 내삽(interpolation)하여 지각과 상

부맨틀을 3차원으로 영상화 하였다. Park et al. (2009)은 경상

분지 내 4곳의 관측소에서 기록된 원격지진을 이용하여 모호

면이 28 ~ 35 km 내에 있음을 밝혔고, Han et al. (2010)은 옥

천 습곡대 내 6곳의 관측소에 기록된 원격지진을 이용하여 모

호면이 32 ~ 34 km 내에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약 180만 년 전부터 발생한 화산활동으로 형성되

었으며 약 천 년 전에도 화산활동이 있었다는 문헌기록 있다

(Jeon, 2009). 한라산의 주체가 하성 쇄설성 함력 퇴적물이라

는 견해(Yoon et al., 2005)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주도는 초

기에 수성화산활동이 끝난 후, 용암분출이 우세하게 일어난 중

기 플라이스토세 이후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수천 년 전까지

발생한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Koh et

al., 2003). 제주도의 화산암들은 열점 기원의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오랫동안 추정되어 왔으나(Koh et al., 2003;

Lee, 1982), 최근의 연구는 후기 신생대 동안의 광역적인 응력

장 변화에 기인한 천부 연약권에서의 감압용융(decompression

melting)의 결과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Brenna

et al., 2012).

제주도 하부구조를 연구할 목적으로 중력, 자력, 지전기, 자

기지전류(MT, magnetotelluric), 상시미동(microtremor)의 수직

/수평(H/V) 스펙트럼비 및 공간자기상관함수 분석, 수신함수

역산 등의 여러 지구물리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중력자료를

해석하여 기반암이 최대 5 km (Kwon et al., 1995)와 4 km

(Lee et al., 1983)에 분포한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중력 및 자

력탐사를 통하여 상부 화산암층과 하부 기반암 경계면의 깊이

는 장축 하부에서는 1.5 ~ 3.0 km, 용암대지 하부에서는 1.0 ~

1.5 km 인 것으로 평가(Kwon et al., 1995)된 바 있다.

Hong and Kim (2010)에 의해 실시된 상시미동의 H/V 스펙

트럼비 분석결과는 제주도의 기반암이 섬 중심부 아래로 휜

구조임을 보여주며, 기반암 상부에 놓인 화산암의 평균 횡파속

도를 1,800 m/s로 가정하고 구한 기반암 깊이는 약 640 m ~

2,140 m 정도이다. 상시미동에 공간자기상관함수(spatial auto-

correlation) 분석법을 적용시키고 주변 시추주상도와 비교한

결과(Kim and Hong, 2012), 화산 노두 아래에 미고결 해양 퇴

적층인 U층(Oh et al., 2000)과 서귀포층이 S파 속도 1.1 km/s

이내의 저속도층으로 해석되었고, H/V 스펙트럼비 분석법을

적용하여 한라산 산정아래에서는 기반암이 약 3.2 km에 있는

Fig. 1. Locations of the permanent seismic stations JJU and JJB on

Jeju Island, Korea. The background contours of depth to the

basement at intervals of 0.5 km were derived by gravity modeling

(Kwon et al., 1995). The dashed line indicates a structural boundary,

“Bukchon-Pyoseon Line”, proposed by Koh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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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또한 Park (2010)은 수신함수 역산을

통하여 한반도의 지각구조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JJU 관측

소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제주도 하부에서의 깊이 30 km 모호

면, 410 km 불연속면과 660 km 불연속면의 존재를 제시한 바

있으나, 제주도 지각구조에 대한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상청의 JJU 관측소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의 JJB 관측소에서 기록된 원격지진자료의 수신함수를 역산하

여 제주도 지각의 S파 속도구조를 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H-

κ 중합법으로 지각 두께와 종파/횡파 속도비(vp/vs)를 산출하였

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지질학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방법 및 이론

수신함수 분석법

수신함수 분석법은 이미 잘 알려진 방법으로 많은 논문에

발표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히 설명토록 한다. 수신함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계산영역에 따라 주파수영역 분석법

(Clayton and Wiggins, 1976)과 시간영역 분석법(Gurrola et al.,

1990; Ammon, 1992; Ligorria and Ammon, 1999)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반복적 시간영역 디컨볼루션 접근법(Kikuchi and

Kanamori, 1982)을 수신함수 계산에 적용한 반복적 시간영역

수신함수 계산법을 사용하였다(Ligorria and Ammon, 1999).

기록계에 기록된 지진동 D는 시간영역에서 기록계 임펄스

반응(I), 파원시간함수(S), 수신함수(E)의 콘볼루션으로

D(t) = I(t) × S(t) × E(t)  (1)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진앙거리 30o 이상의 원거리에서 발생한 P파는 관측소에 거

의 수직으로 입사하며, 지하에 속도차이가 많이 나는 경계면에

서 파의 변환이 일어난다(Langston, 1979). 따라서 모호면에

입사한 지진파는 P파 뿐만 아니라 변환된 S파와 이들의 다중

반사파 위상(multiply reflected phase)들로 구성되어 있다. 관

측소 하부에서 수직으로 입사하는 원거리지진의 경우 P파와 S

파는 대부분 수직과 수평성분에 각각 기록된다(Ammon,

1991). 따라서 관측소 하부 불연속면에서 변환된 P-S 변환파는

수신함수의 수직성분에 거의 기록되지 않으므로, 관측된 지진

동의 수평법선성분 Dr은 관측된 지진동의 수직성분 Dv와 수신

함수의 수평성분 Er의 콘볼루션 형태로 근사하게 나타낼 수 있

다. 반복적 디컨볼루션 접근법은 Er과 Dv를 컨볼루션한 값과

Dr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수신함수를 반복적 역산과정을 통하

여 구하는 방법이다. 

H-κ 분석법

H-κ 분석법은 P파로부터 변환된 S파(PS 변환파)와 다중반사

파들의 주시차이 및 선험적으로 결정된 지각의 평균 P파 속도

( )를 이용하여 모호면까지의 깊이(H)와 P파와 S파의 속도

비(vp/vs)인 κ를 산출하는 방법이다(Zhu and Kanamori, 2000).

지각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모호면에서 발생하는 PS 변환파와

다중반사파들은 예측된 시간차를 두고 전형적으로 나타나므로

(Fig. 2), 이 방법에서는 여러 이벤트로부터 구한 PS 변환파와

다중반사파들의 수신함수 진폭을 H-κ 영역에서 중합한다. 즉,

 (2)

으로, 여기서 W는 선험적 가중치, R(t)는 각 위상의 예상 도달

시간에서의 수신함수 진폭을 각각 의미한다. 이 때 진폭이 최

대가 되는 값을 그 관측소 하부의 지각 두께와 κ로 결정한다.

불연속면이 경사져 있거나 속도가 수평방향으로 점이적으로

변하는 모호면이 있는 곳에서는 H-κ 분석법이 부정확한 결과

를 얻게 되므로(Zandt and Ammon, 1995; Julia and Mejia,

2004),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위각에 따라 많은 자

료를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각 지진 이벤트를

분석하여 수신함수를 얻은 후 지각의 두께인 H와 κ를 산출하

기 위해 Zhu and Kanamori (2000)의 중첩 절차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Vp

P H,κ( ) = WPS
R tPS

( ) + WPPPmS
R tPPPmS

( ) − WPPSmS
R tPPSmS

( )

Fig. 2. (a) Ray paths for the labeled phases arriving at a seismic station The S- and P-wave velocities of the surface layer are less than those

of the underlying layer; vs1 < vs2 and vp1 < vp2. (b) A schematic of the corresponding canonical receiver function (modified from Ammon et

a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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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결과

지진자료

속도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 내에 설치

되어 있는 기상청 관측망인 JJU 관측소의 STS-2 속도계와 한

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설치 운영 중인 JJB 관측소의 CMG-

3TB 속도계에서 기록한 광대역 3성분 자료를 사용하여 수신

함수를 계산하였다. 이 자료는 진앙거리 30 ~ 90o 사이에서 발

생한 원격지진으로, JJU 관측소에서 2008 ~2010년 사이에 기

록된 규모(Mw) 5.5 이상인 90개와 JJB 관측소에서 2007 ~

2012년 사이에 기록된 규모(Mw) 6.0 이상인 147개이다. 분석

에 사용된 지진자료는 진앙지가 한정되어 있어서, 분석가능한

원격지진의 후방위각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으며, 북쪽과 동쪽

방향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을 보인다(Fig. 3).

이 연구에서는 반복적 시간영역 수신함수 계산법(Ligorria

and Ammon, 1999)을 사용하였으며, 우선 시추공 관측소인

JJB의 센서는 설치 시 회전에 의한 보정치인 −124.2o (Shin et

al., 2009)를 사용하여 E-W 및 N-S 방향으로 수평성분을 보정

하였다. 또한 기기효과와 진원 및 경로효과를 제거하고 관측소

하부의 반응만을 계산하기 위하여 Langston (1979)이 제안한

진원 균일화과정(source equalization procedure)을 수행하였다.

후방위각(back azimuth)에 따른 수신함수

이 연구에서는 가우스 필터 대역폭 변수(Gaussian filter

bandwidth parameter)값 2.5(약 1.2 Hz 이하)를 사용하여 P파

도달 이전 10 s와 이후 30 s의 자료에 반복해서 적용함으로써,

가장 긴 주기에서 평탄한 스펙트럼을 만들어주는 가우스 펄스

(Gaussian pulse)의 합으로 구성되도록 하였고, 곁가지(side-

lobe)를 줄임으로써 해석을 용이하게 하였다. 100번의 수신함

수 연산 후 관측된 값과 계산된 값의 오차가 20% 이하인 수

신함수는 JJU 관측소와 JJB 관측소에서 각각 54개와 115개이

다. JJU 관측소에서 기록된 자료 중에서 후방위각이 119 ~ 191o

(평균 155o) 사이에 해당하는 수신함수에서는 모호면으로부터

발생한 PS파가 3 s 내외에서 정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Fig.

4a). 그러나 후방위각이 207 ~ 409o (평균 308o) 사이인 수신함

수에서는 PS파의 정점이 뭉그러져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대조

적인 특징을 보이며, JJB 관측소에서 기록된 자료 중에서도 후

방위각이 119 ~ 207o (평균 163o) 사이에 해당하는 수신함수에

서도 4 s 내외에서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 두 관측소에서

각각 계산된 수신함수와 이들의 중첩된 수신함수는 Fig. 5와

같다.

Fig. 3. Locations of epicenters for seismic events recorded at (a) JJU and (b) JJB stations (solid triangles). The concentric circles, at 30-degree

intervals of angular distance, are centered on the Jeju stations. 

Fig. 4. Receiver functions for back-azimuths (BAZ) of teleseismic

data recorded at (a) JJU and (b) JJB stations. Arrivals for the PS

phase, generated by wave conversion at the Moho, occur around 3

s and 5 s after the direct P wave at stations JJU and JJB,

respectively. This phase is indistinct, however, for some back

azimuths (dashed boxes), which may indicate that gradual changes

in vs near the Moho were encountered by arrivals from those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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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함수 역산결과

오차가 20% 이내인 수신함수 중 역산된 속도가 비현실적인

수신함수를 분석과정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JJU 관측소

에서는 수신함수 54개 중 43개만을 선택하였고, JJB 관측소에

서는 수신함수 115개 중 107개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역산

에 사용된 초기모델은 PREM (Preliminary Reference Earth

Model) 모델(Dziewonski and Anderson, 1981)을 내삽하여 구

한 두께 2 km의 균질한 층 50개로 구성하였다. 수신함수 역산

과정에서 가우스 필터 대역폭 변수(Gaussian filter bandwidth

parameter)로 2.5(약 1.2 Hz 이하)를 적용하였으며, 평활도

(smoothness)는 0.5로 택하였다. 6회에 걸쳐 반복 역산을 수행

한 결과 JJU 관측소에 기록된 각 이벤트 역산에 대한 평균제

곱근(root-mean-squared: RMS) 오차는 0.0786이며, JJB 관측

소에 기록된 각 이벤트에 대한 평균 RMS 오차는 0.0968이다.

깊이에 따라 변하는 S파 속도역산 결과는 두 관측소 모두

상부지각과 하부지각 사이에서 뚜렷한 저속도층을 보이며, 모

호면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깊이인 30 ~ 40 km 구간에서

속도불연속면이 존재하지 않고 점이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Fig. 6). 뚜렷한 속도 불연속면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지진학적 모호의 기준인 P파 속도 7.6 km/s (Lowrie, 1997)의

약 1/ 인 4.3 km/s를 기준으로 ‘모호면’을 정의하였다

(Kgaswane et al., 2009; Ozalaybey et al., 1997). 

이렇게 정의된 ‘모호면’의 깊이는 수신함수 역산결과, JJU

관측소 하부에서 30 km이며, 지각의 S파 평균속도( )는 3.6

±0.6 km/s이고, 깊이 14 ~ 24 km 사이에  = 3.1±0.6 km/s

인 저속도층(  ≤ 3.5 km/s)이 10 km 두께로 존재함을 지시

한다(Table 1). 또한 JJB 관측소 하부에서는  = 3.6±0.6

km/s인 지각이 34 km 두께로 존재하며, 이 중 14 ~ 26 km 깊

이 구간에는  = 3.3±0.6 km/s인 저속도층이 12 km 두께로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JJU 관측소보다는 저속도

층과 ‘모호면’의 깊이가 모두 2 ~ 4 km 정도 깊게 존재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Fig. 6). JJB 관측소가 JJU 관측소보다 제주도

의 중심부에서 먼 점을 감안할 때(Fig. 1), 저속도층 및 모호면

이 제주도의 중심부 쪽으로 얕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을 가능

성을 제시한다.

또한 상부지각과 하부지각 사이의 14 ~ 26 km 깊이에 있는

저속도층은 일반적인 취성-연성 변환대(brittle-ductile transition

zone)일 가능성(Fossen, 2010)도 있으나, 화산지역에서 부분 용

융된 마그마로 추정되는 저속도층의 S파 속도가 3.1 ~ 3.5 km/s

정도인 점(Duan et al., 2005; Tuluka, 2010)과 제주도가 역사

시대에도 화산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용융된 마

그마에 의한 가능성(Bannister et al., 2004; Wilson et al.,

2003; Duan et al., 2005; Tuluka, 2010)을 배제할 수 없다. 

6 ~ 8 km 깊이에 vs가 높게 나타나며, 깊이 20 km를 중심으

로 저속도층이 존재하고, 하부로 속도가 점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은 해양 열점(Wolfe et al., 2009)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

나 해양열점으로 보기에는 제주도가 해양지각 위에 놓여 있지

는 않고, 점이적 속도증가가 410 km와 660 km 깊이의 맨틀

점이대까지 계속되지 않으며, 약 40 km 깊이에서 속도증가율

이 급격히 감소하는 부정적 증거가 존재한다.

그러나 단 2개 지진관측소에서 30 ~ 62 개월간 기록된 원격

자료의 수신함수 역산만으로 제주도 하부의 모호면의 기하학

적 형태를 포함한 S파 속도구조를 정확히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차후 3성분 광대역 이동식 관측소를 운영하여 추가적

으로 지진자료를 보완하여 종합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JJU 관측소와 JJB 관측소가 서로 10 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역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두 관측소 역산모

델에 대한 평균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14 ~ 24 km 깊이구간에

 = 3.2±0.1 km/s인 저속도층이 10 km 두께로 존재하는 것으

로 분석되며(Fig. 6c), 가 3.6±0.1 km/s인 지각의 두께는 32

km로 두 관측소에서 구한 값의 중간값으로 계산된다(Table 1).

3

vs

vs

vs

vs

vs vs

vs

Fig. 5. Receiver functions (gray curves) for teleseismic events recorded at the (a) JJU and (b) JJB stations. Stacked receiver functions are

shown as thick and black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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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κ 분석결과

식 (2)에 W1 = 0.7, W2 = 0.2, W3 = 0.1의 가중치를 각각 적

용(Agostinetti and Amato, 2009; Chang and Baag, 2007; Zhu

and Kanomori, 2000)하고, 격자탐색 방법(grid search method)

으로 모호면의 깊이(H)와 vp/vs 비(κ)를 구하였다. 이 때 지각

의 평균 P파 속도는 Chang and Baag (2007)과 Lee (2010)가

제시한 6.3 km/s를 적용하였다.

H-κ 분석 결과, JJU 관측소 반경 18.0 km 이내에서는 모호

면의 깊이가 29 km, vp/vs가 1.64, JJB 관측소의 경우는 반경

15.9 km 이내 하부에서 모호면의 깊이가 33 km, vp/vs가 1.75

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구해진다(Fig. 7). 이 방법으로

구한 지각의 두께는 수신함수를 역산하여 구한 두께와 1 km

정도의 오차범위 이내에서 일치한다. 또한 이 vp/vs 값을 이용

하여 계산한 동포아송비는 JJB 관측소에서 0.26으로 굴절법

탐사로부터 구해진 남한 지역의 동포아송비 범위 0.25 ~ 0.27

(Cho et al., 2006)와 유사하며 이는 이 지역의 지각 물질이 포

아송 고체에 가깝다는 것을 나타낸다. JJU 관측소에서 기록된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동포아송비는 0.20으로 JJB 관측소에서

구한 값보다 작게 나타나서, 지하의 물질이 측방으로 불균질하

게 분포할 가능성을 지시한다. 이는 1998 ~ 1999년 사이에 백

두산에 임시로 설치한 지진 관측망에서 기록된 자료로 구한

동포아송비가 0.20 ~ 0.30인 결과와 일치하며(Hetland et al.,

2004), 특히 분화구 중심으로 갈수록 동포아송비가 감소하는

현상 역시 두 화산지역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모호면 투과점 분석

JJU 관측소와 JJB 관측소에서 계산된 수신함수는 모호면으

로부터 발생한 PS파의 형태가 후방위각에 따라 정곡점이 하나

인 뚜렷한 부류와 다소 뭉그러진 모습을 가진 두 종류로 구분

됨을 앞서 관찰한 바 있다(Fig. 4). 이는 모호와 관측소 사이에

서 발생한 문제로 판단되나, 지질도(KIGAM, 2000)에 의하면

여러 차례 분출로 인하여 성분이 다소 다른 현무암질 암석들

로 지표 암석이 구성되어 있으나 뚜렷한 암상 차이나 구조선

은 발견되지는 않는다. 또한 상시미동을 이용한 약 2 km 깊이

Table 1. Results of receiver function (RF) inversion and H-κ stacking analyses. Overall thicknesses (H) and average shear-wave velocities

( ) of the crust were derived by the RF inversion and H-κ stacking analyses. Depth ranges and  of the low-velocity layer were derived

by the RF inversion. vp/vs ratios of the crust were determined by H-κ stacking analyses.

JJU JJB JJU and JJB

Crust
Overall

Thickness
(km)

RF Inversion 30 34 32

H-κ Analysis 29 33 33

 (km/s)

RF Inversion 3.6±0.6 3.6±0.6 3.6±0.1

H-κ Analysis
(assumed)

3.6 
(  = 6.3) 

3.6 
(  = 6.3) 

3.6 
(  = 6.3) 

vp/vs H-κ Analysis 1.64 1.75 1.73

Low-velocity
Layer

Depth Range (km) RF Inversion 14 ~ 24 14 ~ 26 14 ~ 24

 (km/s) RF Inversion 3.0±0.5 3.2±0.6 3.2±0.1

vs vs

vs

vp vp vp

vs

Fig. 6. Shear-wave velocity profiles derived from radial receiver

functions for teleseismic events recorded at stations (a) JJU, (b)

JJB, and (c) mean values of vs for JJU (dotted gray), JJB (solid

gray), and combined events after normalization (solid black). The

dotted lines indicate the initial velocity model. 

Fig. 7. H-κ stacks of the teleseismic data recorded at stations (a)

JJU and (b) JJB. Best-estimate Moho depth and κ are 33 km and

1.75, respectively, for station JJU and 29 km and 1.64, respectively,

for station J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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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횡파속도 연구도 최상부 지각의 vs가 방위각에 따라

변하는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Kim and Hong, 2012). 따라서

후방위각에 따른 PS파의 형태는 모호면 굴곡의 변화나 수많은

기생화산에 의한 지각 불균질성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모호투과점(pierce point)을 구하였다. 

 H-κ 중합법으로 분석하여 구한 모호면 깊이를 각각 적용하

여 구한 모호투과점들은 진앙거리에 따라 변하며, JJU 관측소

로부터 반경 8.2 ~ 15.9 km(평균 12.9 km), JJB 관측소로부터

는 반경 8.5 ~ 18.0 km(평균 14.7 km)의 거리에 있다(Fig. 8).

PS파 형태에 따른 종류로 나누어 표시한 모호투과점 분포도

(Fig. 8)는 제주도 성인과 관련이 깊은 동서방향이 아니라 경

도에 평행한 양상을 보인다. 한라산이 위치한 경도 126o29.4'

와 126o38.4' 사이의 폭 13.9 km 사이와 북촌-표선 구조선(Fig.

1) 동쪽에서 대체로 PS 변환파의 수신함수 신호가 비교적 뚜렷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경도 126o28.8'의 서쪽 및

126o34.8'와 126o46.2' 사이의 제주 남동부 폭 17.6 km 구간에

서는 PS파에 의한 수신함수가 뚜렷한 형태로 잘 나타나지 않

는다. 

이 부근에서 PS파가 잘 나타나지 않은 원인은 모호면에서

뚜렷한 속도불연속면 없이 점이적으로 변하거나(Ligorria and

Ammon, 1999), 천부지각 내에 속도가 불균질한 층이 존재할

가능성을 지시한다(Jeon et al., 2012). 제주도 전체에 무려 360

여개의 단성화산체가 분포하고, 천부 지각 내에 S파속도가 0.6

~ 1.1 km/s 범위(Kim and Hong, 2012)인 매우 느린 U층 및 서

귀포층이 존재하며(Oh et al., 2000), 최근까지도 화산활동이

계속된 점을 감안할 때, 지역별로 PS파가 잘 나타나지 않은 원

인이 점이적 모호보다는 상부지각 내의 속도 불균질층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부지각과 하부지각 사이의 저속도

층의 존재는 용융된 마그마에 의해 모호면 PS파가 교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 론

제주도의 광대역 관측소 JJU와 JJB에서 기록된 규모 5.5

MW 이상의 원격지진기록을 수신함수 역산과 H-κ 중합법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제주도 중심부의 폭 14 km 지역과 북촌-표선 구조선의

동쪽을 제외한 지역의 모호투과점을 지나는 파선의 수신함수

는 PS파 위상이 뚜렷하지 않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으로는 점

이적 모호 외에도 상부지각 내의 속도 불균질층에 의한 다중

반사파나 용융된 마그마에 의한 교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수신함수 역산 결과, 제주도 내 두 관측소(JJU, JJB) 하

부의 모호면에서는 속도 불연속면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점

이적으로 속도가 변하는 특징을 보인다.  = 3.6±0.6 km/s

인 지각의 두께는 JJU 관측소 하부에서 30 km로, 이보다 10

km 가량 동쪽에 위치한 JJB 관측소보다 4 km 정도 얕게 구해

진다. 이러한 모호 깊이의 변화는 지각물질의 측방 변화가 심

한 편임을 지시한다. 

(3) 또한 지각 내에 두께가 10 km 정도인 저속도층(vs ≤ 3.5

km/s)이 JJU와 JJB 관측소 하부 14 ~ 24 km와 14 ~ 26 km 깊

이 구간에 각각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저속도층은 용

융된 마그마나 부분 용융된 지각물질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4) H-κ 중합법으로 분석한 지각 두께는 수신함수 역산으로

구한 결과와 1 km 정도의 오차범위 안에서 일치하며, JJU와

JJB 관측소 부근에서의 vp/vs가 각각 1.64와 1.75로 구해져서

화산분출구 쪽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5) 단 2개 지진관측소에서 30 ~ 62 개월간 기록된 제한된

수의 원격지진 수신함수만을 역산하여 제주도 전체를 대표하

는 S파 속도구조를 정확히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차후 3

성분 광대역 이동식 관측소 운영 등을 포함한 추가적으로 지

진자료 축적을 통하여 좀 더 신뢰성 있는 제주도 지각구조에

대한 3차원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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