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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뉴질랜드 Ngauruhoe 화산 하부의 수신함수 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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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r Function Inversion Beneath Ngauruhoe Volcano, New Zealand, 

using the Genet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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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뉴질랜드 Ngauruhoe 화산에 설치된 OTVZ 지진관측소 하부의 S파속도(v
s
)를 규명하기 위해, 2011년 11월 11일

에서 2013년 9월 11일까지 기록된 원거리 지진자료(Mw ≥ 5.5) 중에서 신호 대 잡음비가 높은 127개의 자료만을 이용

하여 수신함수를 계산하였다. 수신함수는 시간영역에서 반복적 곱풀기 방법으로 계산되었으며, 21개의 수신함수에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역산을 실시하였다. 역산으로부터 구한 관측소 하부의 1차원 속도모델은 v
s
가 3.7 km/s에서 4.7 km/

s로 급격히 변하는 모호면이 14 km 깊이에 존재하며, 지각의 평균 v
s
는 3.4 km/s임을 보인다. 하부지각에는 평균 가

3.1 km/s인 저속도층이 두께 9 km 이내로 존재하며, 관측소에서 멀어질수록 두께가 얇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상

부맨틀에도 v
s
가 4.3 km/s 이하인 저속도층이 10 km 이상의 두께로 존재하며, 이러한 하부지각과 상부맨틀 내에 존재하

는 저속도층과 상대적으로 얇은 지각은 태평양판의 섭입에 따른 마그마 활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어: Ngauruhoe 화산, 수신함수, 유전자 알고리즘, 저속도층, 모호, 마그마

Abstract: To estimate the shear-wave velocity (v
s
) beneath the OTVZ seismic station on Ngauruhoe volcano in New

Zealand, we calculated receiver functions (RFs) using 127 teleseismic data (Mw ≥ 5.5) with high signal-to-noise ratios
recorded during November 11, 2011 to September 11, 2013. The genetic inversion algorithms was applied to 21 RFs

calculated by the iterative time-domain deconvolution method. In the 1-D v
s
 model derived by the inversion, the Moho

is observed at a 14 km depth, marked by a v
s
 transition from 3.7 km/s to 4.7 km/s. The average v

s
 of the overlying

crust is 3.4 km/s, and the average v
s
 of a greater than 9-km thick low-velocity layer (LVL) in the lower crust is 3.1

km/s. The LVL becomes thinner with increasing distance from the station. Another LVL thicker than 10 km with v
s

less than 4.3 km/s is found in the upper mantle. Those LVLs in the lower crust and the upper mantle and the relatively

thin crust might be related to the magma activity caused by the subducting Pacific plate.

Keywords: Ngauruhoe volcano, receiver function, genetic algorithm, low velocity layer, Moho, magma

서 론

Taupo 화산지대(Taupo Volcanic Zone; TVZ)는 뉴질랜드 북

섬 중앙에 위치하며, 길이 약 300 km, 폭 약 60 km에 이르는

활화산지대이다(Wilson et al., 1995) (Fig. 1). 태평양판의 섭

입활동과 관련된 이 화산지대에 대한 지질학 및 지구물리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Bannister et al., 2004;

Heise et al., 2010; Deering et al., 2012). 이 화산지대 최남단

에는 Tongariro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Tongariro 화산

복합체(volcanic complex) 중에서 해발 2,287 m의 Ngauruhoe

화산은 안산암질 성층화산으로(Hobden et al., 2002) (Fig. 1),

북동쪽의 Tongariro 화산과 남서방향의 Ruapehu 화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 화산은 태평양판이 인도호주판 하부로 섭입

함에 따라 2,500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화산재(volcanic ash)와

화산암재(scoria) 및 안산암질 용암류(lava flows)로 구성되어

있다(Nairn and Self, 1978; Hobden et al., 2002). 이 화산 주

변에 뉴질랜드 국영회사인 GNS Science가 지진계 5대, 미기

압계 3대, 화상카메라 2대, GPS 5대, 가스 측정기 1대 등을 설

치하여 화산활동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화산활동을 기록하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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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한 1839년 이후로 1870년, 1949년, 1954 ~ 1955년,

1973 ~ 1975년에 주요 분화가 발생하였으며(Hobden et al.,

2002), 1975년 이후로는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수신함수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원거리 지진을 이용하여 계

산되기 때문에 맨틀 전이대(mantle transition zone)와 같은 심

부구조(Li et al., 2000; Lawrence and Shearer, 2006; Chen

and Ai, 2009)나 접근하기 어려운 화산지역의 지하구조

(Bannister et al., 2004; Hetland et al., 2004; Agostinetti and

Chiarabba, 2008; Bianchi et al., 2008)를 연구하는데 많이 이

용된다. 수신함수 방법은 일반적으로 구조가 간단한 지역에서

사용되지만, 복잡한 지하구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파선의

이동경로 및 방향성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거나 접선

(tangential)성분의 수신함수를 분석함으로써 세밀한 지하구조

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속도 불연속면에서 생성

되는 변환파 및 다중파의 상대적 주시 정보만을 이용하여 해

석할 경우에는 불연속면 깊이와 속도의 상충작용(trade-off)에

의해 수신함수 역산 시 속도구조가 하나의 해로 정해지지 못

하는 비유일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Ammon et al., 199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면파와 수신함수를 이용한

복합역산(joint inversion)을 실시하거나 중력이상 자료 등 다른

지구물리학적 정보를 구속조건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역

산 시 초기모델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 유전자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GA)이나(Shibutani et al., 1996; Chang et

al., 2004; Dugda et al., 2012) 근접 알고리즘(neighbourhood

algorithm; NA)을 이용하여(Sambridge, 1999; Bannister et al.,

2004; Agostinetti and Chiarabba, 2008) 역산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수신함수 역산을

통하여 뉴질랜드 Ngauruhoe 화산하부의 S파 속도구조를 규명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11년 11월 11일부터 2013년 9월

11일까지 OTVZ 지진관측소의 광대역 3성분 지진계에 기록된

원거리 지진자료를 이용하였다. 

배경이론

수신함수

원거리 지진파형은 진원, 지진계, 지질구조의 영향을 포함하

고 있다. 따라서 3성분 광대역 지진계에 기록된 원거리 지진

파에서 진원과 지진계에 의한 영향을 제거한다면, 관측소 하부

구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수신함수를 구할 수 있다

(Langston, 1979). 수신함수에 관한 이론은 이미 잘 알려져 있

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방사(radial; R)성분 수신함수만을 간략

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평면 P파의 변위응답함수 D는 이론적으로 시간영역에서 수

직(vertical; V) 및 방사(R)성분별로

DV(t) = I(t) * S(t) * EV(t), (1)

DR(t) = I(t) * S(t) * ER(t), (2)

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I(t)는 계기응답함수

(instrument response function), S(t)는 진원함수(seismic source

function), E(t)는 구조응답함수(structure response function)이

다. 이 때, 구조응답은 수직성분에 거의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EV(t)는 하나의 디랙 델타 함수(Direct delta function)로 볼 수

있고, 따라서 DV(t)는 

, (3)

로 계기반응함수와 진원함수의 곱말기(convolution) 형태로 근

사할 수 있다. 방사성분의 수신함수 ER(t)는 식 (2)와 (3)을 이

용하면, 주파수영역에서

, (4)

와 같이 방사성분과 수직성분의 변위응답함수의 비로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사성분 수신함수는 식 (4)와 같이 주파수영역

(Clayton and Wiggins, 1976; Owens et al., 1984; Agostinetti

and Chiarabba, 2008) 뿐만 아니라 시간영역(Kikuchi and

Kanamori, 1982; Gurrola et al., 1990; Ammon, 1992; Ligorría

and Ammon, 1999)에서도 계산이 가능하며, 역산을 통해 관측

소 지각 및 맨틀의 vs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유전자 알고리즘

Holland에 의해 1975년 개발된 유전자 알고리즘은 생물의

DV t( ) I t( ) * S t( )≅

ER ω( ) = 
DR ω( )

I ω( )S ω( )
----------------------

DR ω( )

DV ω( )
---------------≅

Fig. 1. Location map of the seismic station OTVZ (inverted

triangle) near the Ngauruhoe volcano (Ng) in the Taupo Volcanic

Zone (TVZ), New Zealand. Contour intervals in this map are 50 m

above sea level. The inset map shows the locations of the TVZ

(dashed line), OTVZ station (inverted triangle) and Tongariro

National Park (dark shading). (To = Tongariro volc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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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과 적응도의 원리에 기초하며

(Holland, 1975; Camp et al., 1998), 지구물리학을 비롯한 여

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최적화기법이다. 이 알고

리즘은 전역(global) 최적해를 구하기 위해서 모집단(popula-

tion)의 적합도(fitness)를 판단한 후 재계산(reproduction)하여

조합(generation)를 형성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변이(mutation)

와 교차(crossover) 연산자가 있으며, 교차 연산자는 모델 변수

들의 불연속을 교환하고 변이 연산자는 변수를 일정한 확률로

변화시킨다. 조합을 형성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 모집단 사이에

서 변이 및 교차 등으로 변수의 군(set)을 조정하기 때문에 최

적해를 발견하기 쉽지만, 결정해야 하는 변수들(개체 수, 교차,

선택 방법 등)이 많기 때문에 연구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의

신뢰도가 다를 수 있다.

수신함수를 이용한 vs 역산도 일반적인 선형역산과 같이 초

기모델에 의존하며, 국소(local) 최적해에 도달하는 경우가 존

재한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구지

역의 지질학 및 지구물리학적 정보를 결합하여 초기모델에 제

한을 두기도 한다. 유전자 알고리즘은 이러한 초기모델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의 초기모델이 아

닌 여러 조합, 즉 많은 초기모델을 가정하기 때문에 역산 시

초기모델의 의존성이 낮다(Chang et al., 2004). 따라서 초기모

델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적합

한 방법이다.

지진자료 및 수신함수

지진자료

Ngauruhoe 화산 주변에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 5대

의 지진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3성분 단주기 지진계 4

대와 3성분 광대역 지진계 1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 중 2011

년 11월 11일부터 3성분 광대역 지진계(CMG-3ESPC)가 설치

되어 운영 중인 OTVZ 지진관측소는 위도 39°9'47.21"S, 경도

175°39'54.26"E, 고도 1,506 m에 위치한다. 이 연구에서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2013년 9월 11일까지 기록된 원거리 지

진자료를 이용하였다.

수신함수 계산을 위해 모멘트 규모(Mw)가 5.5 이상이고, 지

진파가 관측소에 수직에 가까운 각으로 도달하는 진앙거리

30° 이상부터 외핵에 영향을 받지 않는 90° 이내에서 발생한

원거리 지진자료로 선택되었다. 지진자료의 목록은 IRIS

(Incorporated Research Institutions for Seismology)의 JWEED

(Java version of WEE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뉴

질랜드 자연재해 감시망인 GeoNet의 연속파형 저장소

(Continuous Waveform Buffer; CWB)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 작성한 목록과 일치하는 337개의 지진자료를 저장소

서버와 연결할 수 있는 자바 클라이언트(Java client)인

GeoNetCWBQuery를 통해 SAC (seismic analysis code) 형식

으로 변환하여 수집하였다.

수신함수

수신함수 계산에는, 수집한 337개 원거리 지진파형에서 신

호 대 잡음비가 높아 P파의 초동이 뚜렷이 구분되는 127개의

파형을 사용하였으며, 초동을 기준으로 5 s 이전부터 20 s 이

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주파수영역에서 식 (4)로 표시되

는 수신함수 ER(t)은 시간영역에서는 원거리 지진파형의 수직

성분 DV(t)와 방사성분 DR(t)의 곱풀기(deconvolution) 형태가

된다. 이 연구에서 수신함수는 관측값과 이론값의 차이를 반복

적 역산과정으로 줄여서 해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계산되었다

(Kikuchi and Kanamori, 1982) (Fig. 2). 이 때 가우스필터 대

역폭 변수는 2.5를 적용하였다. 초동발췌의 오류 및 배경잡음

등의 원인으로 산출된 비정상적인 수신함수를 제거하고, 관측

Fig. 2. The stacked trace (thick curve) of radial receiver functions

(thin curves) derived from 21 teleseismic events recorded at the

OTVZ station.

Fig. 3. The epicenters of 21 teleseismic earthquakes (gray circles)

used for the inversion. The concentric circles centered at the seismic

station OTVZ (triangle) are at 30-degree intervals of angular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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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과 계산값의 오차가 20% 이내인 원거리 지진자료는 21개

로, 이들의 진앙지는 모두 북서방향의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

치한다(Fig. 3).

Ngauruhoe 화산 주변에는 북동방향의 주향을 갖는 단층

(Mathews, 1967; Cole, 1990)과 심부에서 생성된 마그마로 인

해 복잡한 구조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접선성분

수신함수의 진폭을 이용하거나(Zhu et al., 1995) 방사성분 수

신함수를 후방위각(back azimuth; BAZ)별로 역산하여 구한 vs

구조를 분석하면(Cassidy, 1992) 이방성(anisotropy) 및 경사구

조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원

거리 지진의 진앙지가 북서방향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방성

및 경사구조에 관해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방사성분의 수

신함수를 역산하여 vs 구조만을 구하고자 하였다.

역산결과 및 분석

유전자 알고리즘은 적은 수의 모집단으로 인해 기존 알고리

즘보다 계산속도가 빠른 마이크로 유전자 알고리즘(micro-

genetic algorithm)을 사용하였다(Krishnakumar, 1989). 이 알

고리즘의 시작모델은 깊이 6 km까지 1 km 두께로 설정하고

40 km 깊이까지는 2 km의 두께로 설정하였으며, 속도 변동폭

을 1 km/s 이하로 제한하였다. 관측소 하부를 vp/vs가 인

포아송 매질로 가정하였으며, 일정교차(uniform crossover)를

선택하였다. 또한 교차확률, 도약(jump), 포행(creep) 변이확률

을 각각 0.5, 0.15, 0.04로 설정하여 모델변수의 변동을 제한하

였다. 가우스필터 대역폭 변수는 수신함수와 동일하게 2.5를

적용하였다. 평균 파선변수 p( )가 7.64인 21개의 수신함수를

중합(Fig. 2)하여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vs 역산을 실시하

였다. 이를 통해 50개의 모집단으로 이루어진 300개의 조합을

구하였으며, 역산결과가 최적해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과정을 30번 반복하였다. 이 중에서 적합도가 높은 10개의

속도모델을 단순 평균하여 vs 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역산결

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역산된 vs 구조를 이용한 인공수신함수

(synthetic receiver function)를 계산한 후, 관측된 수신함수와

비교한 결과(Fig. 4), 두 수신함수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역산결과, Ngauruehoe 화산 하부의 1차원 vs 구조(Fig. 4(a))

에서 vs가 3.7 km/s에서 4.7 km/s로 급격히 변하는 깊이 14

km의 속도 불연속면을 OTVZ 관측소 하부의 모호면으로 해석

하였다. 이 모호면 상부에 놓인 지각의 평균 vs( )는 3.4 km/

s로 계산되었다. 또한 깊이 6 ~ 10 km와 20 ~ 32 km 구간에

서 가 각각 3.0 km/s와 3.6 km/s인 저속도층(low velocity

layer; LVL)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부지각에 존재하는

저속도층은 상하부층의 속도보다 1.4 km/s 정도 낮은 vs를 갖

는 것으로 계산되며, 상부맨틀에서 나타난 저속도층은 상하부

층보다 1.2 km/s 정도 낮은 vs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화산 하부의 속도 불연속면이 수평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

로, 파의 진행방향과 지표면의 법선 사이의 각을 나타내는 입

사각(incident angle)에 따른 좀 더 세밀한 vs 구조를 구하고자

진앙거리(△)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룹 1(30° <

Δ≤40°; Fig. 5(a)), 그룹 2(40° < Δ≤50°; Fig. 5(b)), 그룹

3(50° < Δ≤ 70°; Fig. 5(c))의 평균 p( )는 각각 8.73, 8.15,

6.94이고, 포함된 수신함수 수는 각각 5, 8, 6개이다. 그룹

4(70° < Δ≤90°)의 는 4.94이나, 단지 2개의 수신함수로 구

성되어 있어서 역산에서 제외하였다. 수신함수 계산에 사용한

원거리 지진파의 입사각은 PREM (Preliminary Reference

Earth Model) 속도모델에서 최대 27.4°에 이르며, 이는 역산결

과가 관측소 직하부가 아닌 주변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포함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범위를 분석하기 위해

Tau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룹별로 모호투과점(piercing

point)을 계산하였다(Fig. 6).

3

p

vs

vs

p

p

Fig. 4. (a) An average 1-D v
s
 model (thick line) obtained from the

10 best-fit models. The model was derived from the inversion using

the stacked receiver function in the Fig. 3. The thin lines and chain

lines indicate the standard deviation between the 10 models and

prescribed velocity ranges. The Moho is at a 14 km depth, and low-

velocity layers (LVLs) are evident in the lower crust and upper

mantle. (b) The stacked receiver function (solid line) is compared

with the synthetic receiver function (dash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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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로 중합한 수신함수를 역산한 결과는 수신함수와 함

께 나타내었으며, 역산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한 인공수신함수

는 중합한 수신함수와 비교적 일치하여 역산결과에 대한 신뢰

도를 간접적으로 지시한다(Fig. 7). 이 중에서 평균 입사각이

27.1°인 그룹 1의 vs 경우(Fig. 7(a))는 vs가 3.5 km/s에서 4.4

km/s로 증가하는 깊이 14 km를 모호면으로 해석하였으며, 이

모호면을 기준으로 지각의 는 3.3 km/s로 계산되었다. 또한

깊이 6 ~ 10 km의 하부지각에서 가 3.0 km/s인 저속도층

이 존재하며, 상하부층의 vs보다 약 0.7 km/s 정도 낮은 속도

로 나타난다. 상부맨틀인 깊이 20 ~ 34 km에 나타나는 저속

도층은 vs가 3.7 km/s 이하이며, 는 3.3 km/s로 계산되었다.

평균 입사각이 25.2°인 그룹 2의 역산결과(Fig. 7(b)), 모호

면은 vs가 4.0 km/s에서 4.6 km/s로 증가하는 그룹 1과 동일

한 깊이인 14 km에 위치하며, 지각의 는 3.3 km/s로 계산

되었다. 깊이 5 ~ 10 km에 존재하는 저속도층은 상하부층의

속도보다 1.0 km/s 낮은 2.9 km/s의 속도를 갖는다. 상부맨틀

인 20 ~ 30 km 깊이 구간에 3.4 km/s인 저속도층이 존재한다.

평균 입사각이 21.2°인 그룹 3의 경우(Fig. 7(c))에는 vs가

3.6 km/s에서 5.0 km/s로 급격히 증가하는 깊이 14 km에 모호

면이 존재하며, 이를 기준으로 지각의 는 3.5 km/s로 계산

되었다. 깊이 5 ~ 14 km인 하부지각에 나타나는 저속도층의

는 3.4 km/s으로 상하부층의 vs보다 약 1.3 km/s 낮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상부맨틀인 깊이 18~32 km에 vs가 4.4

km/s 이하인 저속도층의 존재를 지시한다.

그룹 1에 포함된 원거리 지진의 파선은 화산 정상으로부터

5.3 ~ 6.4 km 떨어진 지점에서 모호면을 투과하며, 그룹 2와

3은 각각 4.2 ~ 5.3 km와 2.2 ~ 3.7 km에 모호투과점이 위치

한다. 따라서 그룹 1의 결과에는 Ngauruhoe 화산 하부의 구조

뿐만 아니라 Ngauruhoe 화산 북동쪽에 위치한 Tongariro 화산

하부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화

산 정상으로부터 6.4 km 이내의 모호면은 깊이 14 km에 위치

하며, 지각의 평균 vs는 3.4 km/s으로 계산되었다. 이 깊이에

서 vs가 3.7 km/s에서 4.7 km/s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입사

각이 작은 그룹 3에서 그룹 1 및 2의 역산결과에 비해 상부층

vs

vs

vs

vs

vs

vs

Fig. 5. The stacked traces (thick curves) of radial receiver functions

(thin curves) in (a) Group 1, (b) Group 2, and (c) Group 3.

Fig. 6. Piercing points of Groups 1 (open circles), 2 (crosses), and

3 (open triangles) at the Moho for raypaths arriving at the OTVZ

station (inverted triangle). The interval in this elevation map is 50

m. (Ng = Ngauruhoe; To = Tongar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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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vs와 상대적으로 큰 차이(약 1.4 km/s)를 보인다. 하부지각

내에는 가 약 3.1 km/s인 저속도층은 정상으로부터 거리가

5.3 ~ 6.4 km인 곳에서 두께 4 km 정도이고, 4.2 ~ 5.3 km인

곳에서 두께 5 km이며, 2.2 ~ 3.7 km인 곳에서 두께 9 km로

화산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두께가 얇아진다. 상부맨틀에 나타

난 저속도층(vs≤ 4.3 km/s)은 10 km 두께 이상으로 나타나

며, 그룹 1의 결과에서는 저속도층의 하부경계가 뚜렷하지 않

았다.

뉴질랜드 대륙지각은 약 30 ~ 40 km의 두께를 갖지만

(Thomson and Evison, 1962), 역산결과에서 나타난 Ngauruhoe

화산 주변의 모호면은 얕은 깊이(14 km)에 위치하고 있다.

Ngauruhoe 화산 주변의 모호와 판구조 및 지열에 대한 기존의

지진학적 및 지구화학적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이 지역은 열

경사 및 열류량이 각각 30°C/km와 0.9 μcal/cm2s로 높고, 지

각의 두께가 15 ~ 16 km로 얇으며 섭입한 태평양판이 깊이

100 km 이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udt and

Thompson, 1969; Reyners, 1980; Graham and Hackett, 1987;

Stern, 1987; Price et al., 2010; Stern and Davey, 1987; Harrison

and White, 2006; Stern et al., 2010). 이는 인도호주판 하부로

태평양판이 섭입하며 생성된 마그마의 상승에 따라 나타난 영

향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을 고려할 때, 역산결

과에서 나타난 하부지각 및 상부맨틀에 위치하는 저속도층들

과 상대적으로 얇은 두께의 지각은 태평양판에 의한 마그마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결 론

이 연구는 뉴질랜드 Taupo 화산지대에 위치한 Ngauruhoe

화산의 OTVZ 지진관측소에서 기록한 원거리 지진자료의 수

신함수를 역산하여 구한 vs를 분석하여 관측소 하부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규명하였다.

1. 진앙지가 북서방향에 편중되어 있는 원거리 지진자료에

가우스 필터 대역폭 변수 2.5를 적용하고 수직 및 방사성분을

반복적 곱풀기 접근법을 이용하여 오차 20% 이내인 21개의

수신함수를 계산하였다.

2. 진앙거리별로 분류한 3개 그룹의 수신함수를 중합하여 유

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한 vs 역산결과에서 모호면은 vs가 3.7

km/s에서 4.7 km/s로 증가하는 깊이 14 km에 존재하며, 지각

의 평균 vs는 약 3.4 km/s이다. 하부지각 내에 두께 9 km 이

하의 저속도층은 평균 vs가 약 3.1 km/s로 계산되며, 관측소에

서 멀어질수록 얇아진다. 상부맨틀에 존재하는 저속도층은 두

께가 10 km 이상이며, vs가 4.3 km/s 이하이다. 

3. 역산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은 지각과 하부지각

및 상부맨틀에 마그마 저장소로 판단되는 저속도층의 존재가

발견되었다. 이는 모호 및 베니오프대의 깊이와 높은 지열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태평양판이 인도호주판 하부

로 섭입하며 생성된 마그마가 상승함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4. 진앙지 방향이 제한되고 한 개의 광대역 지진계 자료만을

이용하여 OTVZ 관측소 하부의 모호면 경사나 이방성 등을

vs

Fig. 7. Average 1-D v
s
 models (thick lines in the upper figures) obtained from the 10 best-fit models for (a) Group 1, (b) Group 2, and (c)

Group 3. The models were derived from the inversion using the stacked receiver functions (solid lines in the lower figures). The thin lines

and chain lines in the upper figures indicate the standard deviation between the 10 models and prescribed velocity ranges, respectively. The

dashed lines in the lower figures indicate the synthetic receiver functions for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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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구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

는 하부구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신함수 역산으로 구한 vs 자

료와 더불어 추가적인 지질학 및 지구물리학적 자료를 종합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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