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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섭입 및 열개와 같이 대변형을 수반하는 지구동역학적 현상 발생은 암석권의 국지적인 약대의 발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약화 기작 중 하나인 전단열은 암석권의 온도를 국부적으로 높여 강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여 암석권 파괴를 촉

진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단열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위하여 2차원 탄소성 인장 분지 모형을 제작하여 기존

수치 모사 연구를 벤치마크하였다. 암석권의 항복강도, 인장 속도, 변형량- 및 온도-의존성 약화 현상 등을 조절하여 전

단열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약화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전단열의 발생량은 암석권의 항복강도

및 인장 속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모형인 항복강도 100 MPa, 인장 속도 2 cm/yr로 설정된 경

우, 총 20 km 인장된 시점(0.025의 변형률)에서 ~ 50 K의 온도 상승을 보여주었다. 소성 변형 및 온도에 따른 약화가 포

함된 경우에는, 더 효율적인 약화 기작이 더 강한 전단열의 생성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약화 기작과 전단열 발

생 사이에 양성되먹임이 작용함을 지시한다. 또한 변형 초기에 급격한 전단열 발생량을 보여주지만, 변형이 지속되어 암

석권의 강도가 약화되면 전단열 발생 속도가 최대 ~ 80% 감소했다. 이는 약화 기작이 포함된 경우 전단열은 비교적 손

상되지 않은 상태인 암석권의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주요어: 전단열, 탄소성, 콤솔 멀티피직스, 항복강도, 변형 약화

Abstract: In the development of geodynamic structures such as subduction and rift zones, a weakening mechanism is

essential for localized weak zone formation in the lithosphere. Shear heating, a weakening mechanism, generates short-

wavelength temperature elevation in the lithosphere; the increased temperature can reduce lithospheric strength and

promote its breakup. A two-dimensional elastoplastic extensional basin model was used to conduct benchmarking based

on previous numerical simulation studies to quantitatively analyze shear heating. The amount of shear heating was

investigated by controlling the yield strength, extensional velocity, and strain- and temperature-dependent weakening. In

the absence of the weakening mechanism, the higher yield strength and extensional velocity led to more vigorous shear

heating. The reference model with a 100-MPa yield strength and 2-cm/year extension showed a temperature increase of

~ 50 K when the bulk extension was 20 km (i.e., 0.025 strain). However, in the yield-strength weakening mechanism,

depending on the plastic strain and temperature, more efficient weakening induced stronger shear heating, which indicates

positive feedback between the weakening mechanism and the shear heating. The rate of shear heating rapidly increased

at the initial stage of deformation, and the rate decreased by 80% as the lithosphere weakened. This suggests that shear

heating with the weakening mechanism can significantly influence the strength of relatively undamaged lithosphere.

Keywords: shear heating, elastoplasticity, comsol multi-

physics, yield strength, strain-softening

서 론

암석권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기계적 약화(softening)와

그에 따른 변형 집중(strain localization)은 판의 파괴를 수반하

는 섭입 시작(subduction initiation)과 열개(rifting) 등의 지구동

역학적 현상 설명에 필수적인 작용이다. 판의 대변형과 파괴가

Received: 31 October 2019; Revised: 28 January 2020;

Accepted: 29 January 2020

*Corresponding author

E-mail: bdso@kangwon.ac.kr

Address: Department of Geophysic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Republic of Korea

ⓒ2020, Korean Society of Earth and Exploration Geophysicist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해 설



2 조태환·소병달

발생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요인(예, 판 간 상대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판구조 응력)과 내부적 요인(예, 판 자체 무게에 의

한 중력)이 작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두 힘은 판을 파괴하기

에는 크기가 약하기 때문에 판의 기계적 강도를 약화시키는

약화(softening) 현상이 수반되어야 한다(Tackley, 2000;

Bercovici et al., 2015; Foley, 2018).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해양 암석권은 오랜 시간 냉각을 거쳐 밀도가 높아져 음의 부

력(negative buoyancy)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McKenzie

(1977)과 Mueller and Phillips (1991) 등의 준 해석적 모형에

서는 이 음의 부력은 섭입 시작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고 주

장했다. 이에 따라 섭입이 시작되기 위해 필요한 기작으로 약

화를 제시했다(Stern, 2004; Gerya and Meilick, 2011). 또한

약화 현상은 섭입 뿐 만 아니라 열개 현상에 대해서도 제안되

었는데(Chenin et al., 2018), 인장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과신장된 지각(hyperextended crust)(Lundin and Doré, 2011),

비스듬한 열개(oblique rifting)(Bellahsen et al., 2013)와 같은

구조의 생성 과정 규명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암석권의 변형 집중을 다룬 수치 모형 연구에서는 여러 가

지 현상이 시험되었다. 변형 전 모형에 미리 부과된 단층과 약

대(Schmeling and Jacoby, 1981; Zhong and Gurnis, 1995), 물

에 의한 윤활 작용(Regenauer-Lieb et al., 2001; Gerya et al.,

2002), 입자 크기 감소(grain size reduction)(Braun et al.,

1999; Warren and Hirth, 2006), 전단열(Regenauer-Lieb and

Yuen, 1998; Thielmann and Kaus, 2012; Duretz et al., 2019)

과 같은 다양한 접근법을 이용해 암석권의 약화를 설명하였다

. 본 연구에서 집중하여 탐구한 전단열 작용은 암석권 내의 전

단대에 축적된 탄성 변형 에너지의 크기가 전단대의 에너지

저장 능력을 초과해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비가역적으로 방출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Yuen et al., 1978; Rice, 2006; So and

Yuen, 2014). 암석의 강도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한다(Kameyama et al., 1999; Kaus and Podladchikov,

2006). 전단열 발생량이 미량이라 하여도, 미세한 강도 감소와

그에 따른 미세한 변형률-속도 증가는 다시 전단열의 강화로

이어져 양성 되먹임 작용이 성립하게 된다(Brun and Cobbold,

1980; Braeck and Podladchikov, 2007). 이러한 양성 되먹임을

통해 전단열이 암석권의 일부 구역에 집중하여 발생하고 그

결과 암석의 온도가 상승하면 암석권의 대변형과 파괴가 촉진

된다(Vissers et al., 1995; Prieto et al., 2013). 전단열은 압력

이 높아 단층 활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깊이에서 발

생하는 중발(약 60 ~ 300 km) 및 심발(약 300 km 이상) 지진

의 원인으로 주목받기도 하였으며(Kelemen and Hirth, 2007;

McGuire and Beroza, 2012; Ohuchi et al., 2017), 히말라야 산

맥 근처에서 관측된 저속도 이상대(Wittlinger et al., 1998) 및

다량의 화강암 용융(Harrison et al., 1999)에 대한 원인으로도

추정되어왔다.

컴퓨터의 발달로 대용량 계산이 가능해지면서 암석 물성에

관한 다양한 기존 암석 역학 실험 결과를 접목시킨 지구동역

학적 수치 모사가 비약적으로 발달하였으며, 특히 지각의 인장

에 대한 수치 모사 연구(numerical modeling)(Buck and

Poliakov, 1998; Willett, 1999; Negredo et al., 1999; Lavier et

al., 2000; Huismans et al., 2001; van Wijk, 2005; Buiter et al.,

2009; Choi et al., 2013; Huismans and Beaumont, 2014)가 활

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유한요소 상용 소프트웨어인 COMSOL

Multiphysics®는 열수 순환 구조(Guillou-Frottier et al., 2013),

암맥(dyke)의 동역학적 영향(Elshaafi and Gudmundsson, 2016),

좌굴(Do and So, 2019), 후배호 맨틀의 거동(Lee and Wada,

2017), 섭입(Keum and So, 2019) 등 다양한 지구동역학 분야

에서 사용되었지만, 암석권의 인장과 전단열에 대한 연구에는

도입된 바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판의 파괴가 전단열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는 Regenauer-Lieb and Yuen (1998)의 수치 모사 연구를 벤치

마크 하여 유한요소 상용 소프트웨어인 COMSOL Multiphysics®

의 지구동역학적 전단열 연구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나아가, 인장과 전단열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진, i)

항복강도의 크기, ii) 인장 속도 크기, iii) 항복강도가 변형의

총량에 의존하는 현상의 유무, iv) 항복강도의 온도 의존성 유

무, v) 인장 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이 전단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실험방법

지배방정식 및 응력-변형률 관계

2차원 평면 변형률(plane strain) 가정하에 인장력이 작용하

는 암석권에서 발생한 전단열에 대한 모형을 모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배방정식은 운동량 보존 방정식과 에너지 보존 방정

식이다.

(1)

(2)

(3)

식 (1)은 운동량 보존 방정식이다. xj와 ij는 각각 공간 좌표

와 코시 응력 텐서(Cauchy’s stress tensor)를 의미한다. 식 (2)

는 에너지 보존법칙으로 는 암석권의 밀도, Cp는 열용량,

T는 온도, k는 열전도도, Hs는 전단열이다(Regenauer-Lieb

and Yuen, 1998). 전단열 Hs는 식 (3)과 같이 전단열 효율

(shear heating efficiency, )과 편차 응력 텐서(deviatoric stress

tensor, ij) 및 소성 변형률-속도 텐서(plastic strain-rate tensor,

)의 합곱으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상세한 값은

Table 1에 포함하였다. 단열 팽창 및 압축에 의한 온도 감소와

ij

xj

-------- = 0

Cp

DT

Dt
--------- = 


xi

------ k
T

xi

------- 
  + Hs

Hs = ij:
·
ij

pl

·ij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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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는 고려되지 않았다(Buck and Poliakov, 1998).

암석권은 긴 시간 관점에서 연속체로 가정할 수 있는데, 변

위 ui와 온도 T는 각각 식 (1)과 (2)를 이용하여 유한요소법을

통해 구할 수 있다. 물체에 응력이 가해질 때 변형률(strain)과

변위의 관계를 결정하는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도입하였다. 변

형률 텐서(strain tensor) ij는 식 (5)로 정의한다.

(4)

(5)

식 (4)의 , , 는 각각 총(total), 탄성(elastic), 소성

(plastic) 변형률-속도 텐서(strain-rate tensor)를 의미한다. 이때

와 는 각각 식 (6)과 식 (7) (Kobayashi et al., 1989;

Moresi et al., 2007; Kaus, 2010; Ruh et al., 2012)로 정의

된다.

 

where (6)

 where (7)

if , (8)

식 (6)에서 E, v, m는 각각 영률(Young’s modulus), 포아송비

(Poisson’s ratio), 정수압 응력 성분(hydrostatic component of

the stress)을 의미한다. ij는 크로네커 델타(Kronecker delta)

함수이며 i = j이면 1, 이면 0을 나타낸다. 식 (7)에서 ,

f는 각각 소성 계수(plastic multiplier), 소성 포텐셜(plastic

potential)을 지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본 미제스 항복기준(von

Mises yield criterion, )을 도입하였다. 우선 식

(8)과 같이 암석권의 mises가 y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탄성적

으로 거동한다. 암석권의 mises가 y에 도달하게 되면, 암석이

항복하여 소성 변형이 발생한다. 이때 소성 변형은 식 (7)의 소

성 유동(plastic flow)을 통해 계산된다. 우리는 y를 조절하여

암석권의 기계적 강도가 고정된 경우, 변형 약화 및 온도에 의

·ij
total

 = ·ij
el
 + ·ij

pl

ij = 
1

2
---
uj

xi

-------
ui

xj

--------+ 
 

·ij
total

·ij
el

·ij
pl

·ij
el

·ij
pl

·ij
el
 = 

1 v+ 
E

--------------
ij
t

------- + 
1 2v– 

E
----------------

m

t
---------ij

m = 
1

3
--- 11 22 33+ + 

·ij
el
 = 

· f

ij

--------  f = mises y–

 f 0 
·

f = 0

i j

mises = 
3

2
---ij:ij

Table 1. Variable descriptions and values

Descriptions Symbols Values

Young’s modulus E 10 [GPa]

Poisson’s ratio v 0.3

Density  3300 [kg/m3]

Angle of internal friction  15o

Reference stress ref 100 [MPa]

Cohesion C [Pa]

Initial cohesion C0 40 [MPa]

Heat capacity Cp 1240 [J/(kg·K)]

Characteristic plastic strain c 0.8, 1.2, 1.6

Thermal conductivity k 3.4 [W/(m·K)]

Initial temperature T0 978 [K]

Shear heating efficiency1)  0.9

Material constant1) A 5.5 × 1025 [1/(Pan·s1)]

Power-law exponent1) n 4.48

Gas constant1) R 8.3145 [J(mol·K)]

Activation energy1) Q 498 [kJ/mol]

1)Regenauer-Lieb and Yuen (1998)

Fig. 1. Model structure for elastoplastic lithosphere under extension. (a) A rectangular domain with a small defect is deformed with extension

velocity (vbd). The left vertical boundary is fixed. The top surface has a free-slip boundary, except at the bottom of the defect (magenta line),

which is a free surface. All boundaries are thermally insulated. Thus, the temperature field is calculated by the interplay between heat

conduction and shear-heat generation within the domain. The initial temperature of the whole domain (T0) is 978 K. The yield strength y is

either constant or depended on the plastic strain or temperature. (b) The finite-element grid employed a structured mesh. A finer grid was

used for the region where the deformation is expected to be concentrated. The sizes of the grid are 0.3125–40 km and 0.3125–5 km for the

horizontal and vertical ax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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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약화 현상이 포함된 경우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수치 모형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인장력이 작용하는 탄소성 암석권에서 발생

하는 전단열에 대한 기존 수치 모사 연구(Regenauer-Lieb and

Yuen, 1998)를 벤치마크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암석권에 인

장력이 작용하면 탄성 변형에 의해 응력이 증가하고 결국 항

복강도에 도달한다. 항복강도 도달 이후 축적된 에너지는 소성

변형과 함께 전단열의 형태로 비가역적으로 소산한다(So and

Yuen, 2014). 이때 발생하는 전단열은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전단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암석권

의 항복강도, 인장 속도, 변형 약화, 온도에 의존하는 항복강도,

시간 의존성 인장)을 조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수치 모형(Fig. 1a)은 길이 800 km, 깊

이 100 km의 탄소성 암석권으로 설정하였고, 암석권에 인장

력이 작용할 때 전단대가 중앙부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면 중앙부에 5 km × 5 km 크기의 움푹 파인 형태로

설정하였다. 이는 암석권의 강도를 깊이 방향으로 적분하였을

때 움푹 파인 부분의 강도가 주변보다 작게 하는 역할을 한다.

수치 모형의 역학적 경계조건으로 암석권의 하부는 자유(free)

경계조건을, 상부는 자유 슬립(free-slip) 경계조건을 적용하였

으며, 상부에서 움푹 파인 부분만 자유 경계조건으로 적용하였

다. 좌측 벽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우측 벽에는 x축

방향으로 vbd의 속도 경계조건(velocity boundary condition)을

설정하여 암석권을 인장하였다. 암석권 전체의 초기 온도

T0는 978 K로 설정하였고 항복강도 y는 i) 고정된 값의 항복

강도, ii) 변형 약화를 받는 항복강도, iii) 온도에 의존하는 항

복강도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격자망(Fig. 1b)은 암석권 전체에 구조

화된 격자(structured mesh)방식을 사용해서 규칙적인 격자망

을 구성했다. 큰 변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은 상대

적으로 작은 격자로(0.3125 × 0.3125 km2 크기의 정사각형),

비교적 변형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은 더 큰 격자(40 ×

5 km2 크기의 직사각형)로 구성했다. 수치 해석을 위하여 콤

솔 멀티피직스에서 지원하는 직접 솔버(direct solver)인

MUMPS (MUltifrontial Massively Parallel Sparse)와 시간 의

존성 솔버(implicit time-dependent solver)를 도입했다.

결 과

전단열 발생량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위하여 암석권의 항

복강도, 인장 속도, 변형 약화의 유무, 온도 의존성 항복강도,

시간 의존성 인장을 조절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전단열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로써 Tmax(모형 내 온도 분포중 최고값)를

활용하였다. 이때 Tmax의 값이 클수록 전단열의 발생량이 많음

을 지시한다.

항복강도와 인장 속도가 전단열에 미치는 영향

항복강도(y)의 크기가 전단대의 변형과 전단열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인장 속도(vbd)를 고정하고 y

값을 변수로 설정하여 수치 모사를 수행하였다(Fig. 2). 모형은

100만 년 동안 인장되어 2.5%(총 20 km) 변형하였다. y = 40

MPa (Fig. 2a)와 y = 100 MPa (Fig. 2b)인 두 모형 모두 미

리 정의한 움푹 파인 부분에 변형과 전단열이 집중되는 형태

Fig. 2. Effect of sy on shear heating. The total horizontal extension

is 20 km with vbd = 2 cm/year for 1 Myr. (a) Time evolution of

temperature for a constant yield-strength model (y = 40 MPa). (b)

Time evolution of temperature for a constant yield-strength model

(y = 100 MPa). (c) Maximum value of temperature in the domain

during extension for different values of y. The arrows correspond

to the time of appearance of shear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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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다. 인장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움푹 파인 부분을 기준

으로 양쪽에 2개의 대칭적 전단대가 형성되었다. 이 전단대는

전단열이 집중되는 곳으로 온도가 주변에 비해 높다. 특히

Regenauer-Lieb and Yuen (1998) 연구와 동일한 물성값이 적

용된 y = 100 MPa (Fig. 2b) 모형은 같은 양의 변형이 발생

한 시점에서 전단열에 의해 상승한 온도의 최고값이 기존 연

구 결과와 ~ 20 K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45o의 경사각을 보여

주고 대칭 형태의 전단대 및 전단열이 발생하는 유사한 결과

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와의 정성적인 비교를 통해

콤솔의 전단열에 대한 연구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부

경계가 전단대를 따라 상승하는 형태는 지구 상 대표적 인장

구조인 열개 구조에서 확장축 부근의 모호면이 상승하는 현상

(McKenzie, 1978; Kim et al., 2010)을 설명할 수 있는 작용이

다. 암석권의 변형된 모습과 생성된 전단대의 형태는 전체적으

로 유사하지만, 100만 년 동안 인장된 시점에서 초기 온도가

978 K 인 모형 내 최대 온도 상승량은 y = 100 MPa 경우 52

K (Fig. 2c의 빨간색 실선)로 y = 40 MPa 경우의 22 K (Fig.

2c의 초록색 실선)에 비해 ~ 2.5배 가량 크다. 넓은 범위의 y

값(즉, 20 ~ 120 MPa)을 설정한 다수의 전단열 모형이 도출

하는 온도 분포 중 최고값(Tmax)의 시계열 변화 양상은(Fig.

2c) y 값이 작아 기계적으로 약한 암석권이 강한 암석권보다

더 빠르게 항복하여 소성 변형 및 전단열이 발생함을 지시한

다(Fig. 2c). 예를 들어 y = 120 MPa 경우(Fig. 2c의 검은색

실선) 인장 시작 후 약 0.9% 인장 후 전단열이 발생하기 시작

하였지만, y = 20 MPa 경우(Fig. 2c의 파란색 실선) 암석권의

인장 시작 후 약 0.2% 인장 후 전단열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y 값이 작은 암석권은 기계적 강도가 낮아 동일한 변형률

에서 축적된 탄성 변형 에너지도 낮기 때문에, 탄성 변형 에너

지가 소산한 형태인 전단열 역시 약하다. y = 20 MPa (Fig.

2c의 파란색 선) 경우 인장이 끝난 시점에서 Tmax = 983.18 K

로 온도 상승이 ~ 6 K에 불과하다. 반면 y = 120 MPa (Fig.

2c의 검은색 선) 경우 같은 시점에서 Tmax = 1029.75 K로 ~ 52

K의 온도 상승이 발생했다. 이는 항복강도가 높은 암석권일

수록 소성 변형의 출현 시점은 늦지만, 그만큼 축적된 탄성 변

형 에너지의 수준이 높아 더 많은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소산

됨을 의미한다. 

암석권의 인장 속도(vbd)가 전단열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y = 100 MPa으로 고정하고 vbd 값을 변수로

설정하여 수치 모사를 진행했다(Fig. 3). 우리는 모든 실험에서

모형을 총 20 km 인장하였으며, 이는 vbd = 2 cm/yr로 100만

년 동안 변형한 양과 동일하다(Fig. 3a의 빨간색 실선). 우리는

0.5 ~ 6 cm/yr 사이의 vbd 값을 각 모형에 도입하여 20 km 인

장 후 Tmax의 시계열 변화 양상을 Fig. 3a에 도시하였다. vbd

값이 클 수록 최종 Tmax 값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bd =

0.5 cm/yr 경우(Fig. 3a의 파란색 실선) Tmax = 1002.81 K인

반면, vbd = 6 cm/yr 경우(Fig. 3a의 검은색 실선) Tmax =

1057.06 K다. 이는 y를 일정한 값으로 고정하고 실험을 수행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빠른 인장 속도가 높은 소성 변

형률-속도(plastic strain-rate)와 강한 전단열 발생으로 이어짐

을 의미한다.

전도에 의한 열 확산(heat dispersion)과 전단열의 상대적 강

도 차이가 전단대 내부의 온도와 강도의 진화를 조절한다(So

and Yuen, 2014). 우리 모형에서 두 효과의 차이가 열적 구조

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화 하기 위해 Tmax의 시간 미분량

(dTmax/dt)의 시계열 변화를 도시하였다(Fig. 3b). 모든 모형의

y값을 100 MPa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vbd값을 변화시켜 실험

한 결과, 모든 vbd에서 소성 변형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변형량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모형에서 ~ 0.3%

(~ 2.5 km) 인장되었을 때부터 전단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지만,

발생하는 전단열이 온도를 상승시키는 속도보다 확산에 의해

온도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전단열에 의한

온도 상승은 미미하다. 하지만 ~ 0.75% (~ 6 km) 인장되었을

때 전단열의 발생과 확산의 강도는 거의 대등해지며 그 이후

Fig. 3. Effect of vbd on shear heating. The total horizontal extension

is 20 km for different values of vbd. (a) Maximum value of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model, Tmax, during extension for

different values of vbd. (b) Time derivative of Tmax during extension.

The arrow refers to the moment of onset of thermal run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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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전단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이 나타났다. 열 확산보다 전단열 발생이 현저하게 강해

급속도로 온도가 국지적으로 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은 vbd가

빠를 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위의 두 결과를 바탕으로 암석권의 y와 vbd를 동시에 조절

하여 다수의 수치 모사를 수행하였다(Fig. 4). vbd = 0.5 ~ 6

cm/yr (0.5 cm/yr 간격)과 y = 30 ~ 100 MPa (10 MPa 간격)

를 설정한 총 96개의 전단열 모형이 도출하는 Tmax 값을 vbd과

y가 각각 수평축과 수직축인 평면에 색으로 표현했다(Fig.

4a). vbd = 0.5 cm/yr, y = 30 MPa 일 때 Tmax = 985 K로 ~ 10

K의 전단열이 발생한 반면, vbd = 6 cm/yr, y = 100 MPa 일

때 Tmax = 1057 K로 ~ 80 K의 전단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전단열의 발생량이 vbd 및 y와 양의 상관관계에

놓여있음을 지시한다. Fig. 4b는 vbd = 0.5, 2, 4 cm/yr와 y =

40, 70, 100 MPa로 조합된 9개의 모형의 변형 양상과 열적 구

조를 보여준다. 소성 변형에 의해 전단열이 주로 발생하는 움

푹 파인 부분을 확대하여 나타냈으며(50 km × 18 km), 변형

양상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변형된 격자도 함께 도시하였

다(검은 실선). y와 vbd가 각각 다르게 설정된 모형이 보여주

는 격자의 변형 형태는 거의 유사하며, 전단열은 움푹 파인 중

심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온도가 주변부도다 높다. 중심에

서 ~ 10 km 이상 멀어지면 전단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y = 100 MPa, vbd = 4 cm/yr인 경우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약화 현상이 전단열에 미치는 영향

암석권의 항복강도는 다양한 변수에 의존한다. 본 연구에서

는 항복강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점착도(cohesion)가 소성

변형률(plastic strain) 혹은 온도에 의존하는 현상을 시험했다.

소성 변형률의 증가에 따라 암석권의 강도가 감소하는 변형

약화(strain-softening)가 전단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

해 y에 변형 약화가 포함된 식을 적용했다(식 9, 10).

(9)

(10)

는 내부 마찰각으로 15o로 고정되어 있으며, ref는 100

MPa로 설정하였다. C(pl)는 점착도로 소성 변형률 pl에 의

존한다. pl = 0인 경우 점착도 C0는 40 MPa로 설정했다

(Lavier et al., 2000). 점착도가 pl이 증가함에 따라 40 MPa

에서 20 MPa로 감소하게 설정하여 변형 약화를 구현했다. 점

착도의 소성 변형률에 대한 민감도를 조절하기 위해 소성 변

형률의 특성값 c를 0.8, 1.2, 1.6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c가 0.8과 1.6인 경우 점착도가 20 MPa까지 약화되기 위해

서는 pl이 각각 0.8과 1.6이 필요하며, c값이 작을 수록 변형

약화에 더 민감한 암석권임을 지시한다.

우리는 변형 약화에 따른 항복강도 변화가 전단열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vbd와 인장 시간을 2 cm/yr과

100만 년에 고정하고 y가 pl에 따라 매시간 단계마다 갱신

되는 방식으로 수치 모사를 수행하였다(Fig. 5). 변형량에 따른

움푹 파인 구역 중앙의 항복강도, Tmax 및 dTmax/dt를 Fig. 5a-

c에 도시하였다. 인장력에 의한 변형이 발생함에 따라 소성 변

형이 발생하며 항복강도가 ~ 64 MPa에서 ~ 45 MPa까지 낮아

지게 되는데, 암석권의 약화율을 결정해주는 c값이 작을 수록

최저점에 도달하기 위한 변형량이 적다(Fig. 5a). 인장률이

2.5%인 시점에서 Tmax는 약화 현상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Fig.

5b의 빨간색 실선) 1019.13 K로 가장 낮다. 약화 현상을 적용

하면 c = 0.8인 경우 Tmax = 1045 K (Fig. 5b의 파란색 실선)

이며 c = 1.6인 경우는 Tmax = 1028 K (Fig. 5b의 초록색 실

선)다. 이는 c값이 작을 수록 더 급속도로 약화 현상이 발생

하여 전단열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소성 변형률-속도가 크

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강한 전단열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총

변형량에 따른 dTmax/dt는 ~ 0.4%까지는 변형 약화 포함 여부

와 상관없이 0에 가깝다. 이후 ~ 0.5% 이상의 변형량이 가해

지면 변형 약화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Fig. 5c). 변형 약화

가 없는 경우(Fig. 5c의 빨간색 실선) dTmax/dt는 비교적 점진

적으로 증가한다. 변형 약화가 작용하는 경우(Fig. 5c의 파란

y = ref tan   + C 
pl 

C 
pl  = C0 1 0.5 

pl
/ c –  

pl
 c 

C 
pl  = 20 MPa 

pl
 c 

Fig. 4. Effect of y and vbd on shear heating depicted using 96

models. The total horizontal extension is 20 km. (a) Tmax at 20 km

extension with y = 30–100 MPa and vbd = 0.5–6 cm/year. (b)

Temperature distribution around the defect with sy = 40, 70, and 100

MPa and vbd = 0.5, 2, and 4 cm/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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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노란색, 초록색 실선) dTmax/dt의 변화는 불규칙한 상승을

보여주고, 국지적 정점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dTmax/dt의 정점은 변형 약화의 정도를 조절하는 c가 작

을 수록 더 빨리 점착도를 잃기 때문에 높게 나타났다. 암석권

의 인장이 지속되면 전단대의 소성 변형률이 계속 증가하고,

결국 점착도를 상실하여 기계적으로 약해진다. 약해진 전단대

는 축적 가능한 탄성 변형 에너지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단

열의 발생량도 감소한다. 이는 변형 약화가 포함된 전단대의

경우 소성 변형이 발생하는 초기에 전단열이 빠르게 발생하지

만, 소성 변형이 지속되어 암석권의 항복강도가 감소하게 되면

전단열에 의한 온도의 상승률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Fig. 6에 c로 대변되는 변형 약화율에 따른 변형 양

상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 계산된 격자를 도식하였다. 격자에

인장력이 작용하여 가로축으로 인장 되었을 뿐 만 아니라,

c값에 따라 수직적인 변형의 차이가 발생하며 표면으로부터

깊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변형 약화가 없는 경우(Fig. 6a) 깊이

Fig. 5. Effect of strain softening on shear heating. The total

horizontal extension is 20 km with a constant value of vbd = 2 cm/

year for 1 Myr. (a) Change of yield strength during the extension

process in cases for different values of c. (b) Tmax in the model.

(c) Time derivative of Tmax during deformation. Note that a more

sensitive lithosphere (i.e., smaller c) in strain-softening cases shows

more vigorous shear heating.

Fig. 6. Depth from the surface at the end of extension showing the

deformed mesh. The images show cases of (a) no softening, (b) c
= 1.6, (c) c = 1.2, and (d) c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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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9 km, 변형 약화가 소성 변형률에 가장 민감한 c = 0.8

인 경우(Fig. 6d) 깊이가 15.88 km로 나타났다. 이는 c가 작

을 수록 미리 지정한 약대가 더 깊어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c가 작은 모형에서 더 강한 변형 집중이 발생함을 지시한다.

온도에 의존하는 항복강도가 전단열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

을 탐구하기 위해 항복강도가 온도에 의존하는 모형을 제작하

여 실험을 수행하였다(Fig. 7).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물성값은

Regenauer-Lieb and Yuen (1998)의 연구와 동일하게 설정하였

으며, 온도에 의존하는 항복강도는 식 (11)과 같이 정의된다.

 where (11)

는 편향 변형률-속도 텐서(deviatoric strain-rate tensor)를,

는 유효 편향 변형률-속도(effective plastic strain-rate)(Pérez-

Gussinyé et al., 2006)를 의미하며  = 9.616 × 1016 s1로

설정하였다. 이 값은 소성 변형 발생 직전 암석권의 항복강도

가 100 MPa이 되는 값일 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변형률-속도

범위에 포함된다(Negredo et al., 1999; Lavier et al., 2000;

Huismans et al., 2001; Huismans and Beaumont, 2014). A는

물질 상수(material constant), n은 멱급수 지수(power-law

exponent), Q는 활성화 에너지(activation energy), R는 기체

상수(gas constant)이며 상세한 값은 Table 1에 포함하였다.

vbd = 1 ~ 4 cm/yr 로 총 20 km 인장하였으며 계산 공간 내

y장(field)을 온도에 따라 매시간 단계마다 갱신한 모형과 y

= 100 MPa로 고정한 모형을 비교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y가 온도에 의존하는 모형(Fig. 7의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검은색 실선)과 온도에 의존하지 않는 y = 100 MPa 모형

(Fig. 7의 빨간색 실선)에서 총 변형에 따라 나타나는 항복강

도(Fig. 7a), Tmax (Fig. 7b) 및 dTmax/dt (Fig. 7c)를 도시하였다.

Fig. 7a는 움푹 파인 구역 중앙의 y를 나타내며 전단열이 발

생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도에 의존하는 모형의 y가 낮

아짐을 보여준다. Tmax는 vbd = 2 cm/yr, y = 100 MPa 경우

~ 1030 K (Fig. 7b의 빨간색 실선)로 나타났으며, 온도에 의존

하는 모형의 경우 ~ 1050 K로 더 높게 나타났다(Fig. 7b의 초

록색 실선). 이러한 온도에 의한 약화가 포함된 경우 dTmax/dt

는 국지적 정점을 지난 이후 감소한다(Fig. 7c). 또한 인장이

끝난 시점에서 Tmax와 dTmax/dt의 국지적 정점은 인장 속도가

빠를 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변형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전단열에 의한 열 생성과 열 소산 사이의 경쟁에서 열 소산이

우세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인장 속도가 빠를 수록 전단열

에 의한 약화가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지시한다.

시간에 따른 인장 속도 변화

암석권의 시간 의존성 인장이 전단열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기 위해 y = 100 MPa로 고정하고 실험을 수행하였

다(Fig. 8). 모든 모형의 속도 경계조건 vbd = 2 cm/yr로 고정

하고 중도에 50만 년간 인장이 중단되는 구간을 설정하였으며

(Fig. 8의 노란색 구역), 모든 모형은 동일하게 총 20 km 인장

y = A

1–

n
------

·e

1

n
---

 exp
Q

nRT
---------- 
  ·e = 

1

2
---·ij : ·ij

· ij

·e

·e

Fig. 7. Effect of temperature-dependent yield strength on shear

heating. The total horizontal extension was 20 km with different

values of vbd = 1, 2, 3, and 4 cm/year. (a) Dynamic evolution of

y during extension for different values of vbd. Faster extension

leads to a greater reduction in y, even though the amount of

deformation is identical. (b) Change in Tmax and (c) time derivative

of Tmax during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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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전단열의 발생과 전도에 의한 열 확산을 비교하기 위

해 식 (12)와 같은 HC값을 도입했다.

(12)

(13)

위 식에서 Ct와 x는 각각 전도성 열 흐름(conductive heat

flux), 격자 크기(312.5 m)를 의미하며 Ct는 식 (13)과 같이 정

의된다. 본 실험에서는 암석권의 시간 의존성 인장 효과에 중

점을 두기 위해 약화 기작과 회복 효과(healing effect)는 고려

하지 않았다(Buiter et al., 2009).

암석권의 인장이 100만 년 동안 지속된 경우(Fig. 8a) ~ 30

만 년까지 암석권이 탄성적으로 변형하여 전단열이 발생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전단열이 출현하여 Tmax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다(Fig. 8a의 빨간색 실선). Tmax가 급격히 증가하는 ~ 40

만 년 시점에서 HC값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다

시 감소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으며(Fig.

8a의 파란색 실선), 인장이 끝난 시점에서 Tmax의 값은

1029.13 K로 나타났다. 암석권의 인장이 초반, 중반, 후반부에

50 만 년 동안 1회 중단되는 경우 인장이 끝난 시점에서

Tmax의 값은 각각 1029.07 K, 1028.98 K, 1017.01 K로 나타

났다. 초반에 중단된 경우(Fig. 8b) 암석권이 탄성적으로 변형

될 때 중단되었기 때문에 전단열이 발생하기 전 시점이다. 중

반에 중단된 경우(Fig. 8c) 전단열에 의한 온도 상승이 높지 않

은 시점이기 때문에 인장이 중단된 동안 전도가 거의 발생하

지 않았다. 인장이 다시 시작되면 열이 발생하여 Tmax가 증가

하며, HC값이 일시적으로 ~ 35까지 나타났다. 후반에 중단된

경우(Fig. 8d) 전단열이 충분히 발생하였으므로, 확장 중단 시

기에 열이 활발하게 확산될 수 있었으며, 인장이 다시 시작되

면 HC값이 최대 150까지 나타나며 가장 가파른 Tmax의 기울

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확장 중단 시기의 충분한 열 확산으

로 인해 최종 온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단열에

의한 국부적인 온도 상승에 있어 인장 속도의 시계열적 변화

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 상용 소프트웨어인 COMSOL

Multiphysics®를 사용하여 지구의 판 구조 현상을 설명하기 위

해 필요한 약화 기작인 전단열에 대하여 2차원 라그랑지안 수

치 모형을 제작하여 정량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Regenauer-

Lieb and Yuen (1998)의 전단열에 대한 수치 모사 연구를 벤

치마크하여 전단열의 크기와 전단대의 생성 시기와 위치 등이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전단열에 대한 정량

적인 분석을 위하여 모형의 항복강도, 인장 속도, 변형 약화에

의존하는 항복강도, 온도에 의존하는 항복강도, 시간 의존성

인장을 조절하여 전단열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다.

항복강도를 변수로 설정하고 실험한 결과, 항복강도가 상수

인 경우 항복강도가 클 수록 강한 전단열을 유발하는데 비해,

변형 약화 현상이 포함된 경우 변형률의 특성값이 작아 약화

가 빠르게 발생할 수록 강한 전단열을 유발하였다. 이는 항복

강도가 클수록 암석권이 축적한 변형 에너지의 수준이 높고

이 에너지가 방출될 때, 더 가파른 온도 증가율을 보여주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변형 약화가 포함된 경우 항복강도

가 소성 변형에 따라 감소하여 기계적으로 급격하게 약해질

수록 변형이 국부적으로 집중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

상승률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암석권

및 지각의 항복강도가 클 수록, 변형률 특성값이 작아 변형 약

화에 민감할 수록 전단열 발생에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단열의 발생 관점에서 섭입 및 열개 시작 현상에 있어

일단 응력이 항복강도에 도달하게 되면 강도가 강할 수록, 약

화에 민감할 수록 암석권의 파괴가 촉진될 수 있음을 지시한다.

변형 약화 및 온도에 의한 약화 현상이 포함된 경우 온도 증

HC = 
Hs

Ct

----- × x

Ct = k
T

x
------- 

 
2

k
T

y
------- 

 
2

+

Fig. 8. Effect of time-dependent extension on shear heating (y =

100 MPa). The total horizontal extension was fixed at 20 km. Red

and blue solid lines refer to the changes in Tmax and HC,

respectively. (a) Case of a constant extension velocity vbd = 2 cm/

year for 1 Myr. Cases include one cessation phase (yellow shaded

zone) during (b) 0.2–0.7 Myr, (c) 0.5–1.0 Myr, and (d) 0.9–1.4 Myr.

Gray shaded zones refer to extension p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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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율은 불규칙한 상승을 보여주고 특정 시점을 지나 대체로

감소하였다. 이는 소성 변형이 발생하는 초기 단계에 강한 전

단열을 유발하며, 변형이 지속되어 암석권의 기계적 강도가 약

해지게 되면 전단열에 의한 열 생성과 전도에 의한 열 소산 사

이의 경쟁에서 전도가 이기게 되고, 결국 발생하는 전단열의

양이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단

열은 암석권의 약화에 의해 강도가 약해지는 단계, 즉 전단대

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 주로 발생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는 van den Berg and Yuen (1997)과 Thielmann and Kaus

(2012)의 기존 연구에서 전단열은 전단대가 형성되는 초기에

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과 동일한 결과이다. 온도 증가율

의 정점은 항복강도가 약화에 민감할 수록(항복강도가 감소하

는데 필요한 소성 변형이 적을 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약화율

에 민감할 수록 변형의 국부적인 집중도가 커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작은 변형률에도 항복강도가 크게 감소하는

경우 움푹 파인 구간의 중심부에 소성 변형과 전단열이 집중

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형태의 분지가 발생하였다. 이는 변형

약화의 정도를 조절하는 변형률 특성값이 인장 분지와 같은

지구동역학적 구조의 깊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암석권의 인장 속도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약화 현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장 속도

가 빠를 수록 강한 전단열을 유발하였는데 전단열과 양의 상

관관계에 놓여있는 소성 변형률-속도가 크기 때문임을 암시한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장 분지, 섭입 및 열개 등 지구동역

학적 대변형을 포함하는 구조에서 변형 속도, 즉 인장 및 압축

속도가 빠를 수록 전단열 발생량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섭입 과정에서 섭입 속도의 시간 의존성에 따라 섭입판의

나이가 결정되어 맨틀 물질의 부분 용융(partial melting)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Lee and King, 2010)를 통

해 시간 의존성 변형의 중요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의존성 인장이 전단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모사하였

는데, 초기에 인장이 중단된 경우보다 후기에 인장이 중단된

경우 변형이 끝난 시점에서 온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후기

에 인장이 중단된 경우 전단열이 충분히 발생하여 열이 활발

하게 확산될 수 있어 인장이 끝난 시점에서 온도가 낮게 나타

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도 대비 전단열

발생량 값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의 수치 모형은 전단열에 대

한 탐구를 위해 단순화 시킨 모형으로 제작하여 전단열의 본

격적인 발생을 쉽게 구분할 수 있었지만, 추후 보다 복잡한 변

수에 의해 제어를 받는 모형의 경우 전단열의 본격적인 발생

시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도 대비 전단열 발생량 값은 소성 변형이 처음

발생하는 시기에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이후 온도가 본격적으

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 10 정도의 값으로 일시적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단열의 본격적인 발생을 지시하였다.

우리는 기존의 전단열에 대한 모형을 벤치마크하여 상용 소

프트웨어 COMSOL Multiphysics®의 전단열에 대한 수치 모

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구현한 시간 의존성 인

장에 의한 전단열 및 그에 따른 암석권 강도의 변화 결과를 보

다 현실적인 지온구배, 중력, 경계조건과 함께 도입한다면

2300만 년 전부터 열리기 시작하여 1500만 년 전에 멈추었으

며, 현재 다시 닫히는 과정(Sibuet et al., 2002; Sdrolias et al.,

2004; Yoon et al., 2014)이라고 알려져 있는 동해의 진화 과정

및 섭입 시작, 분지 형성, 심발 지진과 같은 지구동역학적 현

상을 구현할 수 있는 모형 개발에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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