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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2년 8월 4일 뉴질랜드 White Island 화산의 WIZ 관측소에서 기록된 화산성 장주기 지진파의 지진원 메커니

즘에 대해 연구하였다. 하나의 관측소 자료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기하학적 모델(구, 균열, 파이프)들을 이용하여

모멘트 텐서 역산을 실시하였다. 각 모델의 합성자료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관측자료와 비교하였다. 가장 잘 일치하는 모

델의 종류와 방향은 깊이 1600 m의 경사가 80°NE이고 주향이 N80°W인 균열 모델이었다. 깊은 곳에서의 폭발은 가스

분출을 위한 균열을 열었으며, 상승한 가스가 약 4시간 후에 감시카메라에 포착된 지표 분화를 야기하였을 것으로 해석

된다. 모멘트 텐서방법에 기초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 화산섬을 대상으로 수행한 기존의 지화학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주요어: White Island, 화산성 장주기 지진파, 지진원 메커니즘, 모멘트 텐서, 균열 모델

Abstract: We studied the source mechanisms of very-long-period event recorded at seismic station WIZ near White Island

Volcano, New Zealand on August 4, 2012. Since seismic data at only one station were available, we conducted moment

tensor inversion using three simplified models (explosion, crack, and pipe models). To constrain the moment tensor

solution of seismic event, we computed synthetic data for each model to compare with observed data. Type and orientation

for the best model is a crack at a depth of 1600 m with a dip of 80°NE and a strike of N80°W. We interpret that a

deep explosion may have opened a crack for gases to escape, and the upward gas flow triggered the surface explosions

four hours later as confirmed by a webcam. The interpretation based on moment tensor inversion i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of geochemical data of the volcanic island. 

Keywords: White Island, very long period signal, source mechanism, moment tensor, crack model 

서 론

활화산에 관한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00

년 이내에 분화한 적이 있는 화산을 말한다(Szakács, 1994). 이

정의에 따르면 한반도에는 백두산(Wei et al., 2013)과 제주도

(Jeon, 2009) 및 울릉도(Kim and Sohn, 2012)가 활화산에 해

당한다. 그 동안 국내에 활화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인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으나, 최근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이

매스콤에 보도되고(Han et al., 2013) 일본 Sakurasima 화산 등

주변국 활화산의 분화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화산분화의

전조현상인 지진을 이용한 백두산 화산에 관한 연구가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Zhao and Tian,

2013). 

일반적으로 지진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 중의 하나는 지진원

의 물리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으로(Jost and Herrmann, 1989),

지진 모멘트 텐서를 역산하는 방법이 지진원 메커니즘 분석

(Yoshida et al., 2011; Kim, 2011)과 규모 결정(Pondrelli et al.,

2012)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이 역산 방법은 화산지진

분야에도 적용되어 활화산 활동에 관한 지진원 메커니즘을 분

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Jousset et al., 2013;

Kim, 2013). 판 경계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지진(tectonic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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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ke)의 지진원이 주로 이중 우력(double-couple force)으로

설명되는 것에 반해, 화산성 장주기 지진파(very-long-period

signal)의 지진원은 부피 변화를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피 변화의 메커니즘은 마그마성 유체의 이동 및 주변 균열

과의 공명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폭발, 균열, 파이

프 형태의 간단한 기하학적 모델들이 제시되었다(Ohminato et

al., 1998; Chouet et al., 2010; Aster et al., 2008; Kumagai et

al., 2011; Haney et al., 2013). 

이러한 화산분화의 지진원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활동하는 화산이 있어야 하는데, 백두산은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그 밖의 제주도와 울릉도에서는 최근 화산활동이 일어

나지 않아서 국내 화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실질적으로 불

가능하다. 따라서 자료의 접근이 수월하며, 화산활동이 활발한

뉴질랜드를 연구지역으로 선택하였다. 뉴질랜드는 판 경계에

위치하여 지진 및 화산활동이 빈번하게 발생되며, 이로 인해

지진과 화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Savage et al., 2013; Mordret et al., 2010). 이 나라

에는 White Island, Tongariro, Ruapehu 등 총 11개의 활화산

이 있으며, 이 중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White

Island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이 화산섬에는 2 곳의 지

진관측소가 있으나, 분화 당시 자료가 기록된 WIZ 관측소 자

료만을 이용하여 2012년 8월 4일 발생한 화산분화의 지진원

메커니즘을 모멘트 텐서 역산방법으로 연구하였다(Fig. 1).

연구 지역

White Island(위도 S37.52°, 경도 E177.18°)는 뉴질랜드 화산

중 현재 가장 활발한 안산암질 활화산으로, 뉴질랜드 북섬에서

북동쪽으로 약 50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Sherburn et al.,

1998). Taupo 화산 지대의 최북단 활화산이며(Cole and Lewis,

1981), 크기는 약 2.5 × 1.5 km2이고 최대 고도는 321 m이다

(Cole and Nairn, 1975). 

이 화산섬에서의 간헐적인 화산활동은 1826년에 처음으로

관측되었으며, 역사기록에 남아 있는 가장 크고 긴 분화는

1975년 12월에 발생하여 2000년 7월까지 이어졌다. 이 화산섬

의 현재 화산활동은 열수 활동과 많은 분기공(fumarole)에서

가스와 증가가 방출되고, 온천과 호수에서의 열 흐름(heat

flow) 등으로 관찰된다(Scott and Rosenberg, 2007). 2012년 8

월 4일 폭발성 분화 이후 5일 뒤인 8월 9일에 분화와 관련된

화산활동이 다시 발생하였으며, 2013년 현재까지 증기, 가스,

진흙 및 화산재 분출에 관한 화산활동이 약 7번 정도 발생하

였다.

분석 자료 

현재 White Island에는 WSRZ와 WIZ의 2개 지진관측소가

Fig. 1. Elevation map showing locations of seismic stations WSRZ

and WIZ (inverted triangles) and the main crater (star) on White

Island, New Zealand. The inset map shows the location of White

Island (arrow) to northeast of the North Island.

Fig. 2. (a) Seismic records of 24-hour period at seismic station

WIZ (a) before and (b) after application of band-pass filtering

(10 ~ 100 s). A seismic event (down arrow), which was used in

moment tensor inversion, preceded the signal of surface explosion

(up arrow) by about four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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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Fig. 1), WSRZ에는 2013년 4월 8일 광대역 3성분 지

진계(Guralp CMG-3ESPC)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WIZ는 1976년에 단주기 수직성분 지진계가 분화구에서 약

700 m 떨어진 곳에 최초로 설치되었으며(Sherburn et al.,

1998), 2007년에 광대역 3성분 지진계(Guralp CMG-3ESP)로

교체되어 현재까지 100 Hz 샘플률로 지진자료를 기록하고 있

다(GeoNet, 2013).

White Island 분화 기록 중, 감시카메라에도 기록되어 가스

분출을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2012년 8월 4일 분화의

지진원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서, WIZ 관측소에서 기록한

24 시간 지진기록 중 장주기 지진파를 사용하였다(Fig. 2a). 일

반적으로 2 ~ 100 s의 주기를 가지며, 화산분화를 전후하여 많

이 관측되어 화산 내부의 마그마 시스템과 분화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산성 장주기 지진파를 선택

하기 위해 10 ~ 100 s의 대역필터를 적용하였다(Fig. 2b). 16시

55분경 지표 분화가 일어나기 약 4시간 전인 12시 56분경에

장주기 지진파가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어서(Figs. 2a and 3),

이를 지진원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모멘트 텐서 역산에 사용

하였다. 

연구방법

파장에 비해서 충분히 작은 크기의 점샘(point source)을 가

정하였을 때, 변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Scarpa and

Tilling, 1996).

un(t) = Fp(t) * Gnp(t) + Mpq(t) * Gnp,q(t), (1)

여기서, un(t)는 시간 t에서의 관측소 변위의 n 방향 성분, Fp(t)

는 p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시간이력, Gnp(t)는 지진원의 p

방향 성분과 수신기의 n 방향 변위성분과 관련된 그린텐서,

Mpq(t)는 모멘트 텐서의 pq 성분의 시간이력을 각각 뜻한다. 또

한 우변 2번째 항의 그린함수 Gnp,q(t)의 아래첨자 q는 좌표축

q방향으로의 공간적 미분을 나타내며, *는 곱말기(convolution)

를 의미한다. 

변위와 지진원 사이의 선형관계식을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Ohminato et al., 1998),

 
d = Gm,  (2)

으로, 여기서 d는 관측된 변위 성분의 열벡터, m은 모멘트 텐

서와 단일 힘(single force)을 포함하는 열벡터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식 (2)의 m에 대하여 역산하는 과정에서, 최소제

곱법(least-squares method)을 적용하였다.

제한이 없는 임의의 지진원은 6개의 모멘트 텐서 성분과 3

개의 단일 힘 성분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지진원

역산을 위해서는 최소한 3곳의 3성분 관측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관측자료가 한 곳의 3성분 자료만 가용한 상태이므로,

지진원 모델의 자유상수를 줄일 수 있는 제한된 역산을 실시

하였다.

화산분화는 마그마 저장소 내의 유체 유입과 유출을 동반하

며, 저장소와 이동통로의 부피를 변화시킨다. 또한 마그마성

유체의 이동은 물리적 반작용인 반동 (reaction force)을 동반

한다. 이러한 화산성 지진원의 부피변화와 단일 힘(single

force)의 존재는 많은 화산에서 보고되어 왔으며, 화산분화와

관련된 유체의 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Scarpa and Tilling, 1996). 하지만 모멘트 텐서와 단일힘을 포

함한 역산 모델은 높은 자유도(degrees of freedom)로 인하여

지진파의 잡음과 속도구조의 오차에 상당히 민감해진다. 특히

관측자료의 수가 적고 지진파의 신호대잡음비(signal-to-noise

ratio)가 낮을 경우, 단일 힘의 역산결과는 불안정하여 신뢰도

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단일 힘을 무시한 모멘트 텐서

역산이 오히려 신뢰도 높은 지진원 메커니즘을 도출할 수 있

다. 실제 지진원이 모멘트 텐서와 단일 힘 성분을 모두 포함하

더라도, 단일 힘을 무시한 모멘트 텐서 역산결과는 실제 지진

원의 모멘트 텐서 성분과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는 연구가 많

이 있다(Lokmer et al., 2007; Bean et al., 2008; Davi et al.,

2010). 따라서 자료의 수가 많지 않은 이 연구에서는 역산 모

델의 자유상수를 줄이기 위하여, 마그마 저장소의 형태를 단순

한 구(sphere), 균열(crack), 파이프(pipe)로 가정하고, 지진원의

단일 힘을 역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구형태의 저장소를 가정하였을 때 모멘트 텐서는

,  (3)

,

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Scarpa and Tilling, 1996), 여기서 λ와

Mxx = Myy = Mzz = M0

λ

μ
-----

2

3
----+⎝ ⎠

⎛ ⎞

Mxy = Myz = Mzx = Myx = Mzy = Mxz = 0

Fig. 3. Three bandpass filtered (10 ~ 100 s) components of displace-

ment at station WIZ showing the deep-sourced event that preceded

surface explosions by approximately four hours. These filtered data

were input to moment tensor inversion. The east, north, and

downward components are labeled E, N, and Z, respectively.



모멘트 텐서를 이용한 White Island 화산분화 지진원 메커니즘 분석 61

μ는 라메상수이다. M0는 μ△V이며, 여기서 △V는 구의 부피

변화이다. 또한 균열(Fig. 4a)과 파이프(Fig. 4b)의 모멘트 텐서

는 각각

,

,

,

,

,

,  (4)

와

,

,

,

,

,

,  (5)

으로 나타낼 수 있다(Nakano, 2005). 여기서 θ는 경사이며, φ

는 주향을 나타낸다.

자료처리 및 분석

기록된 원시자료(Fig. 2a)에 10 ~ 100 s 대역필터를 적용하고

(Fig. 2b), 기록센서의 반응곡선을 이용하여 계기보정을 실시한

후, 초동 도착 13.5 s 전부터 장주기 지진파가 지속된 26.5 s

까지 총 40 s 자료를 역산에 이용하였다. 신뢰할 수 있는 지진

원 모델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린함수가 필수적이며, 이를

계산하기 위해 White Island의 지형을 고려한 3차원 유한차분

법(finite difference method)을 사용하였다. 균일한 매질을 가

정하였으며 종파속도는 4200 m/s, 횡파속도는 2300 m/s, 밀도

는 2500 kg/m3으로 설정하였다(Jolly et al., 2010).

적은 수의 관측소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격자탐

색법을 사용하여 진원 위치를 결정할 경우 여러 개의 국지적

최적해(local minimum)를 가질 수 있으며, 이중에서 실제 해

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한정된 자료를 이용한 역산

의 경우, 격자탐색 영역을 지진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

은 지역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White Island 하부 마그마

방의 위치는 과거에 연구된 바 없으나, 화산분화와 함께 관측

된 장주기 지진파의 진원 위치에 대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장주기 지진파 진원의 위치가 화구 아래 1 km 이내의 깊이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 예로는 미국 하와이의 Kilauea

화산(Ohminato et al., 1998; Chouet et al., 2010; Chouet and

Dawson, 2012), 및 미국의 Augustine 화산(Dawson et al.,

2011), 이탈리아의 Stromboli 화산(Chouet et al., 2003; Auger

et al., 2006), 일본의 Asama 화산(Ohminato et al., 2006), 남

극의 Erebus 화산(Aster et al., 2008) 등이 있다. 이는 장주기

지진파의 진원이 천부 마그마 저장소의 형성과 마그마성 유체

의 이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기존의 정설(Chouet, 1996)과 일

치하는 결과이다. 이번 연구지역인 White Island 화산의 경우

에도 장주기 지진파와 함께 지표 분화가 관측되었으며, 천부에

마그마성 유체의 저장 및 이동과 연관된 구조가 형성되어 있

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진원의 깊이를 분화구의 수직하부 400 ~ 2000 m로

제한하고 400 m 깊이 간격으로 식 (2)의 해를 구하기 위해, 각

진원에서 구(식 (3)), 균열(식 (4)), 파이프(식 (5)) 모델의 역산

해의 제곱오차(squared error)를 비교하였다. 균열과 파이프 모

델을 위한 라메 상수의 비율 (λ/μ)은 화산암에 적합한 2로 가

정하였다(Murase and McBirney, 1973). 균열과 파이프 모델의

방향은 주향 0 ~ 360°, 경사 0 ~ 90°의 범위에서 각각 30°와

15°씩 변화시키며 해를 계산하였다.

가장 작은 오차(ε = 0.15)를 갖는 경우는 깊이 1600 m에서

주향 270°, 경사 75°일 때의 균열 모델이었으며, 파이프 모델

은 1600 m에서 주향 90°, 경사 15°일 때 ε = 0.33으로 균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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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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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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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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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ource geometries for (a) crack and (b) pipe models. θ, φ,

and  denote dip, strike, and normal vector, respectively.ν

Fig. 5. Waveform fits obtained by the waveform inversion using

bandpass-filtered three-component seismograms. Observed (solid)

and synthetic (dashed) waveforms of the best-fit solutions are

compared for (a) sphere, (b) crack, and (c) pipe models. The crack

model provides the best fit. From top to bottom, the east-, north-

and vertical displacement components are shown. The indicated θ

and φ, are defined in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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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보다 큰 값을 보였다(Fig. 5c). 폭발 모델의 경우에는 2000

m에서 가장 작은 오차를 보였지만 0.5이상으로 세 모델 중 상

대적으로 가장 큰 오차를 나타냈다(Fig. 5a). 따라서 가장 작은

오차를 갖는 균열 모델을 대상으로 정확한 방향을 찾기 위해

주향 250 ~ 280° 범위에서 5° 간격, 경사 60° ~ 90° 범위에서

2° 간격으로 더욱 조밀하게 역산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향

N80°W와 경사 80°NE 일 때 ε = 0.11로 가장 작은 값을 보였

으며, 동일한 범위의 주향 및 경사에 대해서 400 m 간격의 깊

이 400 ~ 2000 m인 균열 모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산 결과,

깊이가 1600 m일 때 오차가 가장 작았다(Table 1; Fig. 5b).

해 석

역산 결과는 깊이 1600 m, 주향 N80°W, 경사 80°NE인 균

열 모델의 경우에 오차가 가장 작았는데, 이 급경사의 균열은

화구와 천부 마그마 저장소를 연결하는 암맥(dyke) 혹은 화도

(conduit)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40 s 길이의 자료

를 역산하여 구한 M0는 지진원의 시간이력으로 부피변화를

나타내며(Fig. 6), 17.6 s까지 급속히 팽창하였고, 이후 다시

31.5 s까지 급속히 수축하는 등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모습

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마그마 통로의 팽창과 축소는 거의 대

부분의 장주기 지진파를 이용한 지진원 역산 결과에서 보고되

고 있다(Chouet et al., 2010). 따라서 지표의 분화 약 4시간 전

에 분화구 1600 m 아래에서 마그마성 유체의 유입과 이동으

로 장주기 지진파가 발생하였고, 급경사의 화도를 통해서 평균

400 m/h의 수직속도로 지표를 향해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역산 결과 구해진 분화구 하부 균열의 주향(N80°W)은

주변의 대표적 지질구조인 Rurima 단층의 주향 N51°E

(Lamarche et al., 2006)나 White Island 단층의 주향 N40°E

(Cunningham and Mann, 2007)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White Island 지진실험 1992 (White Island Seismic Experiment

1992; WISE92)에서 기록한 진원 깊이 1 km 이하의 얕은 지

Table 1. Least five residual errors for corresponding strike and dip

of a crack at depths of 400, 800, 1200, 1600, and 2000 m

Depth (m) Strike / Dip Error

2,000

N80°W/62°NE 0.2472

N80°W/64°NE 0.2480

N80°W/60°NE 0.2563

N80°W/66°NE 0.2569

N85°W/62°NE 0.2584

N80°W/80°NE 0.1095

1,600

N80°W/82°NE 0.1117

N80°W/78°NE 0.1142

N85°W/80°NE 0.1157

N85°W/82°NE 0.1192

1,200

N80°W/80°NE 0.3466

N80°W/78°NW 0.3471

N80°W/82°NE 0.3492

N80°W/76°NW 0.3506

N80°W/78°NW 0.3516

800

N80°W/72°NE 0.4387

N80°W/74°NE 0.4389

N80°W/70°NE 0.4392

N80°W/76°NE 0.4397

N80°W/68°NE 0.4403

400

N80°W/62°NE 0.5255

N80°W/64°NE 0.5256

N80°W/60°NE 0.5258

N80°W/66°NE 0.5262

N80°W/68°NE 0.5270

Fig. 6. Source time function of the moment tensor inversion

yielding the best-fit crack model. Rapid pressurization and sub-

sequent depressurization may indicate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a crack that has been invaded by magma. 

Fig. 7. Structural map near White Island superimposed on bathymetry

contours (modified from Wright, 1990). The area is dominated by

extensional faulting while a complex zig-zag arrangement of White

Island Canyon may be related to volcanism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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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단층면해 분석결과인 동서방향의 정단층 운동(Nishi et

al., 1996)과는 대략 일치한다. 또한 White Island의 동남동쪽

약 20 km 떨어진 곳에서 White Island 협곡의 방향이 남북 내

지 북북동-남남서에서 거의 동서방향으로 꺾여 있는 것을 보

아(Wright, 1990; Fig. 7), 판경계부의 화산활동과 연관하여 지

질구조가 복잡함을 지시한다.

WISE92 자료를 분석하여 구한 결과는 대부분의 White

Island 조구조 화산지진의 진앙지가 주요 분화구 내에 위치하

며(Nishi et al., 1996), 지반 증기(steaming ground), 온천, 분

기공의 활성 열수 시스템도 주요 분화구 아래에 있음이 조사

시추로 밝혀져서(Giggenbach et al., 1989), 모멘트 텐서 역산

과정에서 가정한 진앙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멘

트 텐서 역산으로 구한 진원 깊이 1600 m는 WISE92 자료를

분석하여 구한 결과인 70 ~ 2740 m의 범위(Nishi et al., 1996)

에 놓이며, 이 화산섬의 마그마 저장소가 지표면 하부 0.5,

1 ~ 2, 2 ~ 7 km에 위치함을 밝힌 지화학 연구 결과(Houghton

and Nairn, 1989; Cole et al., 2000)와도 일치한다. 

결 론

모멘트 텐서 역산 방법으로 화산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뉴

질랜드 White Island에서 2012년에 분화한 화산의 지진원 메

커니즘을 연구하였다. 하나의 관측소(WIZ) 자료만을 이용하여

이미 알려진 대표적 기하학적 모델인 폭발 모델, 균열 모델, 파

이프 모델에 관해 역산하고 최적모델을 결정하였다. 

역산 결과는 분화구 하부 약 1600 m 깊이의 주향 N80°W,

경사 80°NE인 균열모델에서 0.11의 가장 작은 오차를 보였으

며, 지진원의 모멘트 텐서에 대응하는 기하학적 구조는 급경사

의 화도로 해석하였다. 또한 역산된 지진원 시간이력함수 M0

는 17.6 s까지 급속히 팽창하다가, 이후 다시 31.5 s까지 급속

히 수축하는 등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관

측된 지진동은 지표 분화 약 4시간 전에 1600 m 깊이에서 발

생하였으며, 화산분화를 야기한 마그마성 유체가 화도를 통해

서 평균 수직속도 400 m/h로 지표를 향해 상승하였고, 단층이

나 균열을 통해 가스가 분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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