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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필자는 Ohnaka and Yamashita[1]가 제시한 균열 선단 영역 

(cohesive zone, process zone 또는 breakdown zone)에서의 응력 강하량 

(stress drop)과 미끄럼 변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스케일링 모델을 선형탄

성 파괴역학 (Linear Elastic Fracture Mechanics, LEFM)의 기존 이론과 

Papageorgiou and Aki[2]의 specific barrier 모델에서 제시한 지진동 스

펙트럼의 고진동수 영역 차단진동수 fmax, 그리고 스펙트럼의 코너 진동수 

fc를 이용하여 원형 단층 전체로 확장하고, 단층 파열속도가 지진의 크기에 

따라 변화하는 스케일 의존성이 있음을 보였다[3]. 이하에서는 확장된 스

케일링 모델을 ESWM (Extended Slip-Weakening Model)이라고 부르

기로 한다. 한편,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응력 강하량과 미끄럼 

변위에 대한 스케일링 모델은 Eshelby[4], Keylis-Borok[5]에 의한 파동

방정식의 이론 해에 Brune[6]이 제시한 코너 진동수 fc에 대한 무차원수를 

적용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모델을 EBM (Eshelby-Brune’s Mode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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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The extended slip-weakening model was investigated by using a compiled set of source-spectrum-related parameters, i.e. seismic moment 

Mo, S-wave velocity Vs, corner-frequency fc, and source-controlled high-cut frequency fmax, for 113 shallow crustal earthquakes (focal depth 

less than 25 km, MW 3.0~7.5) that occurred in Japan from 1987 to 2016. The investigation was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tress drop, 

radiation energy-to-seismic moment ratio, radiation efficiency, and fracture energy release rate, Gc. The scaling relationships of those 

source parameters were also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those in previous studies, which were based on generally used singular 

models with the dimensionless numbers corresponding to fc given by Brune and Madariag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ress drop from 

the singular model with Madariaga’s dimensionless number was equivalent to the breakdown stress drop, as well as Brune’s effective 

stress, rather than to static stress drop as has been usually assumed. The scale dependence of stress drop showed a different tendency in 

accordance with the size category of the earthquakes, which may be divided into small-moderate earthquakes and moderate-large 

earthquakes by comparing to Mo = 1017~1018 Nm. The scale dependence was quite similar to that shown by Kanamori and Rivera. The scale 

dependence was not because of a poor dynamic range of recorded signals or missing data as asserted by Ide and Beroza, but rather it was 

because of the scale dependent Vr-induced local similarity of spectrum as shown in a previous study by the authors. The energy release rate 

Gc with respect to breakdown distance Dc from the extended slip-weakening model coincided with that given by Ellsworth and Beroza in a 

study on the rupture nucleation phase; and the empirical relationship given by Abercrombie and Rice can represent the results from the 

extended slip-weakening model, the results from laboratory stick-slip experiments by Ohnaka, and the results given by Ellsworth and Beroza 

simultaneously. Also the energy flux into the breakdown zone was well correlated with the breakdown stress drop,   and peak slip velocity 

of the fault faces. Consequently, the investigation results indic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extended slip-weake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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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기로 한다. Brune의 무차원수는 단층 파열속도가 지진의 크기와는 상

관없이 일정하다는 스케일 독립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지진동 계측기술의 

발달과 진원변수 (source parameters) 추정기술의 발전으로 진원의 특징

에 따라 단층의 파열속도 역시 다양할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7]. 하지만 

단층 파열속도의 스케일 의존성은 Abercrombie and Rice[8]가 언급하였

듯이 일반적으로 무시되어 왔고, 진원과정 (rupture process)의 특징을 나

타내는 진원변수 역시 단층 파열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평가해 왔다. 

그 중, 응력 강하량의 스케일 의존성 여부는 Aki[9]의 자기 유사성 (self- 

similarity)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논쟁

은 분명한 결론 없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편 Causse and Song[10]은 최

근 관측기록과 점 진원 (point source)를 가정한 확률론적 시뮬레이션 기술

을 사용하여 최대지반가속도 (Peak Ground Acceleration, PGA)의 변동성

을 검토하고, PGA의 변동성은 응력 강하량, 단층의 파열속도와 이들 두 변

수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 변화함을 보였다. 그리고 이들 변수를 포함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응력 강하량과 단층 파열속도를 서로 독립으로 가

정할 경우 PGA의 변동성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응력 강하량과 단층의 파

열속도는 서로 부상관 (anti-correlation) 관계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Tinti et al.[11]은 Yoffe[12]가 균열이론을 이용하여 구한 진원-시간 

함수 (source-time function)의 불연속성을 해결하기 위해 삼각형 함수와

의 합성적 (convolution)을 통해 새로운 진원-시간 함수 (regularized Yoffe 

function)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한 kinematic rupture model의 수치해석

을 통해 최대 미끄럼 속도 (peak slip-rate)가 일정할 경우 응력 강하량과 단

층 파열속도 사이에 부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Choi et al.[13]

은 일본의 Kanto 지역과 Tohoku 지역의 태평양 연안 해역에서 발생한 지

진 중 진원 깊이 30 km 이상의 지진에 대해 ESWM을 적용해 검토한 결과, 

응력 강하량과 단층 파열속도와의 사이에 부상관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

는데, 이러한 경향이 진원 깊이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경향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편,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지진동의 진동수별 에너지의 강약은 다양

하다. Baltay et al.[14]은 이러한 특징을 가리켜 energetic 지진과 enervated 

지진이라고 하였는데, 지진동의 진동수별 에너지 분포 특성을 논하기 전에 

지진동의 강약에 대한 일차원적인 지표로 진원에서의 최대 미끄럼 속도 또

는 최대가속도를 들 수 있다. 이 중 최대 미끄럼 속도는 Ida에 의한 이론적 

연구[15]와 Ohnaka and Yamashita의 실험 및 이론적 연구[1], 그리고 

Tinti et al.의 수치해석을 이용한 연구[1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응력 강하량

과 단층 파열속도의 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응력 강하량과 단층 파열속도의 

사이에 부상관 관계가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최대 미끄럼 속도가 변화하게 

된다. 그런데 진원에서의 최대 미끄럼 속도는 경로효과 (path effect)와 표

층지반의 증폭효과 (site effect)를 통해 절댓값의 크기는 변하겠지만 지표

면에서 나타나는 최대 지반속도 (Peak Ground Velocity, PGV)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PGV가 지진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경험

을 통해 알고 있으며, 단층의 파열속도 역시 필자의 최근 논문[3, 13]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진의 크기에 의존한다. 이때 응력 강하량과 단층 파열속

도 사이에 부상관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응력 강하량이 지진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그 정도는 단층 파열속도의 스케일 의존성보다 상대적으로 약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응력 강하량의 스케일 의존성은 앞서 언급한 EBM에

서 가정한 것과는 서로 다른데, 여기에는 (E)SWM과 EBM에서 응력 강하

량의 정의가 서로 다르고, EBM의 경우 응력 강하량 (Brune’s effective 

stress)의 물리적 의미가 불분명한 것도 한 가지 이유로 작용한다고 생각된

다. 따라서 응력 강하량의 스케일 의존성과 단층 파열속도와의 관계를 규명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모델에서 나타내는 응력 강하량 사이의 관계를 분명

히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ESWM에서 단층 파열속도는 표층지반의 증폭효과의 영향

을 피할 수 있는 비교적 깊은 borehole 관측기록을 이용해 얻은 진원 스펙트

럼 (source spectrum)의  fc와  fmax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데, LEFM 

이론을 이용한 Fossum and Freund[16], Kostrov[17]와 Eshelby[18] 등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진원에서의 지진파 방사 효율 (radiation efficiency)

는 단층의 파열속도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만약 단층 파괴

과정에서 열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제외한다면, 단층 주변에 축적된 탄성변

형 에너지 (total potential energy)는 지진 발생 과정에서 단층의 파괴 에너

지 (fracture energy)와 지진파 방사 에너지 (radiation energy)로 소비된다

고 볼 수 있으므로, 에너지 수지 (energy budget) 역시 단층의 파열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단층의 파괴 핵 형성과정 (rupture nucleation phase)에 관한 

Ellsworth and Beroza의 연구[19]는 지진의 발생 메커니즘에 관한 모델로 

cascade 모델과 pre-slip 모델 두 가지를 제안하였고, Udías et al.[20]은 지

진 발생이 이 들 두 가지 메커니즘의 결합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Ohnaka[21]는 화강암을 이용한 stick-slip에 관한 실내실험결과로부터 

SWM을 이용해 얻은 단위면적당 단층파괴 에너지를 나타내는 에너지방출

률 (energy release rate)가 Ellsworth and Beroza[19]의 30개 지진에 대

해 얻은 결과와 일정한 스케일링 관계에 있음을 보였다. 이는 필자가 최근 

논문[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진파의 에너지 전달과정이  fmax에 해당하

는 파장, 즉 dissipation scale에서 cascade-up 과정을 통해 장주기 파장으

로 전달됨을 나타내고, 난류의 생성과 발달과정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나타

내는 Kolmogorov의 가설과 매우 유사한 속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므로 단층 파괴과정의 응력 강하량과 이에 따른 최대 미끄럼 속도 및 에너지 

수지는 단층 주변에 축적된 탄성변형 에너지로부터 균열 선단 영역에 공급

되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 즉 에너지 유입량 (energy flux)[20], [22], [23]

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단층 

파열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에너지방출률과 단층 파열속도

의 곱으로 정의되는 에너지 유입량은 진원변수의 스케일링 관계에 고려되

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원에 관한 정적 동적 변수는 모두 단층의 

파열속도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여 온 일정한 

단층 파열속도를 가정한 EBM과 단층의 파열속도의 스케일 의존성을 고

려한 ESWM과의 관계는 응력 강하량의 정의와 단층 파열속도의 차이에 

의해 일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문헌 조사

[24-33]를 통해 얻은 1987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열도에서 발생한 진원 

깊이 25 km 이하의 113개 지진 (MW 3.0~7.5)에 대한 spectral inversion 

결과 중,  fc와  fmax를 이용해 추정한 단층의 파열속도로부터, 진원의 특성을 

나타내는 응력 강하량, 지진파 방사 에너지와 지진모멘트의 비, 에너지방출

률, 그리고 진원에서의 최대 미끄럼 속도를 추정하고, 이를 기존연구와 비

교하여 ESWM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ESWM에 의한 응력 강하

량 평가 결과를 EBM을 이용한 기존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고, 두 모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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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EBM에 의한 응력 강하량의 물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들 진원변수의 에너지 유입량에 의한 스케일링 관

계를 검토하였다. 

2. EBM과 ESWM의 개요

2.1 EBM (Eshelby-Brune’s Model)의 개요[20]

Poisson 계수가 1/4인 탄성 재료로 구성된 원형 단층을 가정한다. 단층

파괴 진행 중의 반경을  , 종료 후의 반경을  , 그리고 파괴된 두 단층 면의 

상대 변위를 이라 하고, 파괴가 종료된 단층면의 외부에서의 변위는 0

으로 가정한다. 즉  ≥. 한편 파괴된 단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의 응력 (initial stress 또는 ambient tectonic stress) 은 일정하

다고 보고, 파괴된 단층 내부의 잔류응력 을  0이라고 할 때, 응력 강하량 

와 파괴면적 ( 
)에 대한 평균 변위 와의 사이에는 다음과 같

은 스케일링 관계가 성립한다. 

 







(1)

여기서 는 단층 주변 재료의 전단탄성계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식 (1)에 

대하여 동적 유사성 (dynamic similarity)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응력 강

하량은 다음 식과 같이 코너 진동수 fc와 지진모멘트  Mo(= μDeAe)로부터 

평가할 수 있다.

 





 


(2)

여기서 Vs는 단층 주변에서의 S파 속도를 나타내고, k는 동적 유사성을 나

타내는 무차원수 (dimensionless number)이다.




 (3)

한편 Brune[6]은 k에 대해 2.34/2π≃0.372를 제안하였는데, 이를 식 

(2)에 대입하면 본 논문에서 EBM이라고 부르는 다음의 스케일링 관계를 

얻는다. 


 ≃

 


(4)

그리고 
를 Brune의 유효 응력 (Brune’s effective stress)라고 부르

기도 한다. 식 (4)에서 알 수 있듯이, 응력 강하량의 스케일 의존성은  fc의 스

케일 의존성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fc∝Mo
-1/3이라면 응력 강하량은 

Mo와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데, 이때 Mo∝re
3이 되고 자기 유사

성이 성립한다고 한다. 한편, Brune의 k 대신 Madariaga[33]의 이론 연구

에서 도출된 무차원수 k = 0.21을 적용한 것도 식 (4)와 더불어 많이 사용되

는데, 이를 
이라고 하면 


≃5.56

의 관계가 성립한다. 

2.2 ESWM (Extended Slip-Weakening Model)의 개요[3]

SWM과 EBM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Fig. 1에 보인 것과 같이 균열 선단 

영역이라고 부르는 균열 선단 (crack tip 또는 rupture front) 부근에서의 응

력과 변위의 관계에 있다. EBM이 균열 선단의 내외부 경계에서 응력과 미

끄럼 속도가 불연속성 (inverse square root singularity)을 갖는 것과 달리, 

SWM은 균열 선단 영역 내부에서 최대 응력에 도달한 이후 응력의 감소와 

함께 단층 파열 면의 변위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비선형 거동을 나타낸다. 

Ohnaka and Yamashita[1]는 화강암을 이용한 실내실험과 이론해석을 통

하여 다음과 같은 균열 선단 영역에서의 스케일링 모델을 제시하였다.

 





(5)

여기서, 균열 선단 영역에서의 응력 강하량 는  을 나타내고, 이

를 breakdown stress drop 또는 total stress drop이라고 한다. 그리고, Xc

는 최대 응력 로부터 의 응력 저하가 발생했을 때의 균열 길이를 나타

내고, 균열 선단 영역의 크기 (breakdown zone size)라고 부른다. Dc는 균

열 길이 Xc에 상응하는 변위인 임계 미끄럼 거리 (critical breakdown slip 

또는 slip-weakening distance)를 나타낸다. 는 와 의 비에 따라 변

하는 계수로, 그 변화가 크지 않아 약 1/3의 값을 사용한다. 그리고, C(kV)는 

전단파괴 형식 (in-plane mode (II), anti-plane mode (III))에 따라 단층 파

열속도 Vr에 의해 결정되는 속도계수로 다음 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단, 

Poisson 비는 EBM과 마찬가지로 1/4을 가정하였다. 






II
 III

  (6)

여기서, 전단파괴 형식별 속도계수 CII(kV)와 CIII(kV)는 다음 식으로 정의

Fig. 1. Stress changes in the breakdown zone and near the rupture 

front in EBM and SWM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 24권 6호 (통권 제138호) | November 2020

256

된다. 











II














 









  




III


 


  

 

(7)

그리고, kV는  fmax/fc (= kf)와 근사적으로 다음의 관계를 갖는다[3].



 tan log  (8)

한편, 는 단층의 파괴 핵 형성과정과 일정한 속도로 단층 파열 면이 

확장되는 과정 (dynamic rupture propagation phase)의 구동력 (driving 

stress)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단층 파열 면 전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

고, 본 논문에서는 이를 ESWM이라 부르기로 한다. 

 



(9)

위 식에서 Ds와 rs는 각각 단층 파열 면에 대한 평균 변위와 단층의 반경을 

나타낸다. 그리고 Cs는 단층 파열속도에 의존하는 계수로, 다음 식으로 평

가한다. 

 



 max

  (10)

여기서, 는 LEFM 이론을 이용한 Fossum and Freund[16], Kostrov 

[17]와 Eshelby[18]의 단층파괴 에너지 (fracture energy)에 관한 연구결

과에서 전단파괴 형식에 따른 차이가 작은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II
 III

  (11)











II








III








(12)

그리고, fmax에 의해 지진동 스펙트럼의 진동수 대역이 제한되는 경우, 지진

파의 방사 효율 ηR은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max

 (13)

max  

 tan 


  (14)

Fig. 2에  fmax→ ∞의 경우와  fmax가 유한한 경우의 ηR을 비교해 나타

낸다. 

다음으로 동적 유사성을 나타내는 무차원수 k는 속도에 대한 무차원수 

kV와 시간에 대한 무차원수 kT에 의해 다음의 관계를 갖는다.
















  




 (15)

여기서, 시간에 대한 무차원수 kT는 진원에서의 계속 시간 (source duration) 

Tr과 Tc(= 1/fc)의 비를 나타내고 다음의 관계를 만족한다.

  

 




   
(16)

그리고, kT는 Brune의 ω2 모델과 단층의 파열이 진행되는 동안 파열속

도가 거의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 식으로부터 평가할 수 있다.







tan 




 



 

(17)

식 (17)은 kf ≥3의 경우 2/π와 거의 같은데, 이는 진원에서의 계속 시간

이 단층 파열 면의 최대 미끄럼 속도 (Vpeak)의 50%의 속도로 최종 변위가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같음을 의미한다. 

식 (5)~식 (17)에서 알 수 있듯이 ESWM은 진원에서의 지진동의 스펙

트럼에 관한 진동수특성을 나타내는 fc와 fmax를 알면 단층의 파열속도를 

알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정적 동적 진원변수 및 변수 사이의 스케일링 관

계가 결정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진동수 영역에서 진원의 모멘트 방출속

도 (moment-rate function) 는 Brune의 ω2 모델과,  fmax에 의한 고진

동수 영역의 차단 필터로 2γ-pole의 Butterworth 필터를 가정할 경우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24, 32].





 max




(18)

Fig. 2. Radiation efficiencies for infinite and finite f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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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8)은 시간 영역에서 모멘트 방출속도 와 미끄럼 변위 D(t)와의 

사이에 다음의 관계가 성립함을 의미한다[34].

 (19)

여기서, U(t)는 미끄럼 속도함수 (slip-rate function)에 해당한다. 식 (18)

에서 알 수 있듯이 의 관계가 있으므로, 진원에서의 진폭스펙트

럼은 진원변수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EBM과 ESWM의 이론적 관계

식 (9)에 식 (15)를 대입하면 식 (9)는 다음과 같이 식 (2)와 같은 형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20)

그리고, 식 (4)와 식 (20)과 함께 kT≃2/π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응력 

강하량 
와 의 관계를 얻게 된다. 










≃






 (21)

한편, 각 모델의 단층 반경과 평균 변위의 비에 대해서는 식 (21)을 이용

하여 식 (1)과 식 (9)로부터 다음의 관계를 얻는다.














≃≃


 (22)

식 (22)에 Brune의 무차원수 k = 0.372를 대입하면  의 관계를 

얻는다. 이는 무차원수 k가 같다면 단층의 반경과 평균 변위의 비가 같음을 

의미하고, 동적 유사성에 관한 식 (3)과 식 (15)가 re = rs를 의미하므로 De 

= Ds가 된다. 그러나, 응력 강하량의 경우는 각 모델의 정의가 다르므로 무

차원수 k가 같더라도 반드시 같지 않다. 한편 Cs와 kV의 관계는 식 (10)으

로부터 0.2≤kV≤0.9에 대해 Cs≃14.0kV
1.87로 근사할 수 있는데, 이를 식 

(21)에 적용하면 응력 강하량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23)

따라서, kV의 범위 0.2 ≤ kV ≤ 0.9에 대해, 
  

이 

되어, 단층의 파열속도가 빠를수록 두 모델의 응력 강하량은 근접한다. 또

한, 식 (23)에 Brune의 무차원수 k = 0.372에 대해 kT ≃ 2/π를 가정할 경우

의 kV = 0.584를 대입하면 ≃
의 관계를 얻게 되고, EBM을 이

용한 기존의 연구에서 
의 평균으로 흔히 가정하는 3 MPa[20]을 대입

하면 는 11.2 MPa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Abercrombie[35]가 Kaneko 

and Shearer[36]의 SWM을 가정한 원형 단층의 동적 파괴 시뮬레이션 

(dynamic rupture simulation) 결과를 이용하여 지적한 것과 유사하다. 그

리고 식에서 알 수 있듯이 
가 지진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면, 즉 

스케일 의존성이 없다면 는 kV와 부상관 관계를 갖는다. 하지만 
에 

스케일 의존성이 있다면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fc-Mo 관계와 kV-Mo 

관계에 따라 바뀌게 되므로 일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만약, Madariaga의 무차원수 k = 0.21을 가정할 경우, 와 
의 관

계는 

≃5.56

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가 

되어, 
 ≃가 성립한다. 

한편, Poliakov et al.[37]와 Rice et al.[38]은 SWM의 이론해석을 통

해 응력 강하량에 대한 다음의 관계식을 얻었다. 이 관계식은 in-plane mode 

(II)와 anti-plane mode (III)에 상관없이 같다. 





 

 







sin

sin
   sin  (24)

위 식은 균열 선단 영역에서 응력이 에서   (일반적으로 0을 가정)까

지 선형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얻은 결과인데, Hirano and Yamashita 

[39]는 지수함수로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식 (24)의 변수 θ의 인수 Xc/rs (≤1)는 kf
-1과 같고 kf는 식 (8)에서 알 수 

있듯이 kV의 단조 증가함수이므로, 식 (24)는 kV
-1의 단조 증가함수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기준 응력 (reference stress)로 를 사용하여 식 (9)의 스

케일링 관계를 고쳐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5)

그리고 위 식을 식 (9) 또는 식 (20)과 비교하면 Co는 다음의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다.

 



 (26)

Fig. 3에 식 (10)과 식 (24)로부터 얻은 kV에 대한 Co를 식 (10), 식 (23)~ 

(24)와 함께 나타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Co는 0.2 ≤ kV ≤ 0.9에 대해 

약 0.2~0.5의 값을 갖게 되어, 식 (1)처럼 일정한 값 (약 0.4)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식 (1)의 계수 7π/16 ≃ 1.38과 비교하면 약 3.5배의 차이

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균열 선단 영역에서 응력과 변위와의 관계를 나타

내는 구성 관계가 서로 다르고, EBM의 응력 강하량에 대한 물리적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중대형지진의 단층 파열속도로 알려

진 0.6 ≤ kV ≤ 0.9에서는 (fc/k)∝Mo
-1/3의 관계가 성립할 경우 Co의 단층 

파열속도 의존성에 의해 는 Causse and Song[10]의 주장과 같이 단층 

파열속도와 부상관 관계를 갖는다. 

Fig. 3에 보인 것과 같이 Brune의 유효 응력과 균열 선단 영역에서의 응

력 강하량과의 비를 나타내는 식 (23)과 SWM에 대한 이론적인 관계를 나

타내는 식 (24)를 비교하면 kV ≃ 0.4에 대해서는 같지만, 그 이외의 kV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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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전혀 다른 kV에 대한 의존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나 

이 단

층 주변의 응력 를 기준 응력으로 한 응력 강하량 와 직접적인 관련성

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래에서는 문헌 조사를 통해 얻은 Mo, Vs, fc, fmax를 이용해 응력 강하량

과 에너지 수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3. 문헌 조사결과를 이용한 검토

3.1 사용 데이터 개요

검토에 사용한 데이터는 문헌 조사[24-32]를 통해 1987년부터 2016

년까지 일본열도의 내륙과 인근 해역의 판 경계 근처에서 발생한 총 335

개 지진에 대해 지표면에서의 기록, Vs = 500~700 m/s의 공학적 기반암 

(engineering bedrock) 그리고 Vs≥2,000 m/s의 지진 기반암 (seismic 또

는 pre-Tertiary bedrock)에 위치한 borehole 가속도 기록 등을 함께 이용

한 통계적 스펙트럼 역 해석 (spectral inversion)의 결과 중, 진원 깊이 25 

km 이하의 MW 3.0~7.5인 113개 지진에 관한 결과이다. 

이들 결과는 Boore[40]의 모델을 기본모델로 한 스펙트럼 역 해석을 통

해 얻은 것인데, 다만 연구자에 따라 고진동수 영역의 차단진동수  fmax를 위

한 high-cut filter 모델에서 스펙트럼의 감쇠 기울기 (falloff rate)를 나타

내는 파라미터 (식 (18)의 γ)에 대해 미리 정한 값을 사용한 경우와 변수로 

취급하여 역 해석과정에서 추정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스펙트럼의 감쇠 기

울기를 변수로 취급한 경우 지진 event에 따라 기울기가 다르지만, 평균적

으로 볼 때 γ ≃ 1~2의 값을 갖고, 미리 가정한 경우의 기울기 (γ = 2)와는 차

이가 있는데, γ는  fmax와 상충관계 (trade-off)가 예상되므로, 추정한 fmax

는 일정 수준의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식 (8)에서 

알 수 있듯이 kV는 log kf의 단조증가함수이므로, fmax에 대한 이러한 불확

실성이 단층 파열속도의 추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펙트럼 역 해석의 기본모델은 다음과 같다. 진원으로부터 거리 R 떨어

진 공학적 기반암에서의 가속도 스펙트럼 A(f )는 공학적 기반암과 지진 기

반암 사이의 전달함수 특성을 나타내는 함수 Z(f )와 비탄성 감쇠 (anelastic 

attenuation)에 의한 경로효과를 나타내는 함수 P(f ), 진원과정 (source 또

는 rupture process)의 특성을 나타내는 고진동수 영역의 차단진동수 fmax

에 의한 high-cut filter Hm(f ), 그리고 Brune의 ω2 모델을 나타내는 함수 

S(f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7)

여기서 PR은 수평 2방향 지진파에 의한 에너지 기여율을 나타내는 계수 (= 

0.71), FS는 자유표면에서의 증폭 계수 (= 2.0), 는 평균 방사 계수 (= 

0.63)를 나타낸다. 그리고, ρ는 진원에서의 재료 밀도, S(f )Hm(f )는 식 (18)

을 이용하여 와 같다. 경로효과를 나타내는 P(f )는 감쇠 계수 

(quality factor)의 진동수 의존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exp

    (28) 

역 해석을 통해 얻는 것은 Z(f), γ, Qo, n, fc, fmax 그리고 중소규모 지진처

럼 Mo가 미지일 때는 Mo를 포함하며, 식 (18) 및 (27), (28)과 계측기록을 

이용한 최소이승법을 통해 추정한다. 최소이승법의 적용에는 1개의 지진에 

대해 다양한 진앙거리를 갖는 복수의 관측점 기록이 사용되었으며, 파동의 

방사 각에 의한 영향 (directivity effect) 및 국지적인 영향 등은 이 방법으

로 평균화된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Mo, Vs, fc, fmax를 사용하였

고, 이들을 이용한 단층 파열속도와 단층 반경 (또는 단층면적)의 추정 결과

는 별도의 논문[3]을 통해 상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 이와 관련한 자세

한 내용은 생략하고, 응력 강하량과 에너지 수지 특성, 그리고 스케일링 관

계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3.2 응력 강하량의 스케일 의존성과 파열속도 의존성

Figs. 4~5에 Mo와 kV에 대한 를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Fig. 4에는 

1971년~1997년의 기간 중 미국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중대형지진에 대해 

Abercrombie and Rice[8]가 얻은 
을 참고로 나타냈다. 그림에 알 수 

있듯이 는 약 1~100 MPa의 범위에 있으며 스케일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약 10 MPa의 평균값을 갖는다. 한편 지진의 크기를 기준으로 볼 

때, Mo = 1017~1018 Nm를 경계로 중소형지진과 중대형지진으로 분류한

다면, 중소형지진의 경우 대부분 1~10 MPa, 중대형지진의 경우 대부분 

10~100 MPa을 보여 스케일 의존성이 있다. 그리고, 중소형지진의 경우 

Causse and Song[10]이 주장한 것과 같이 Mo와 사이에 부상관 관계가 

있지만, 중대형지진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와 같은 상관관계는 진원 깊이 30 km 이상의 지진의 경우[13]와 달라, 상관

관계가 진원 깊이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국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은 중대형지진의 경우 

보다 작고, 중소형지진의 경우에는 대체로 보다 크게 나타나, 식 

Fig. 3. Coefficients in the scaling relationships of ESWM and various 

stress drop ratios to the breakdown stress  for dimen-

sionless rupture velocity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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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과 상반되는 스케일 의존성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두 지역

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진원특성과 단층면적의 추정 방법의 차이, 그리고 

단층 파열속도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케일 의존성을 무시하고 

응력 강하량의 크기만을 놓고 본다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ig. 3 참조) 


  ≃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연구에서 보여준 다양한 지진에 대한 
의 평가 결

과와 비교해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Baltay et al.[14]에 의한 

2004년 Chuetsu 지진 (MW 6.6), 2007년 Chuetsu-oki 지진 (MW 6.7), 그

리고 2008년 Iwate-Miyagi Nairiku 지진 (MW 6.9) sequence의 
의 해

석 결과는 일부 극히 작은 값 (약 0.1 MPa)을 제외하면 1~60 MPa인데, 이

는 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 외에도 Allmann and Shearer[41]의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한 MW 5.2~8.3의 지진에 대한 
의 추정 결과 0.3~50 

MPa, Oth et al.[42]의 일본열도에서 발생한 MJMA (일본 기상청 규모) 

2.7~8.0 규모의 지진에 대한 
의 추정 결과 0.1~100 MPa 등도 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또는 

은 스케일링 모델의 도출과정에서 가정

한 것처럼 이 아니라,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 0이라고 가정하면,  = 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탄성 재

료에 대한 구성방정식으로부터 는 변형률 와  의 관계를 갖고, 

가 재료에 따라 거의 일정하다고 볼 때,   역시 거의 일정한 값을 갖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도 재료에 따라 거의 일정한 값을 갖는다. 기존연

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의 스케일 의존성 여부는 

가 에 해

당한다고 생각할 때, 무차원수 k = 0.372가 ESWM에서 추정한 k의 범위 

(0.15~0.54)[3]의 거의 중간값에 해당하므로 평균의 의미로 스케일 의존성

이 없다고 하여도 이상할 것이 없고,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

러나, Kanamori and Rivera[43]가 지적한 것처럼 응력 강하량 
의 스

케일 독립성은 지진동 스펙트럼의 자기 유사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한편 단층 파열속도를 나타내는 무차원수 kV에 대한 의 변화는 내륙

지진의 경우 가 kV에 반비례하여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중대형지진의 

경우에는 거의 일정한 경향이 있어, 단층의 파열속도에 대한 의존성은 분명

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약 10 MPa의 값을 중심으로 중소형지진과 

중대형지진의 는 단층 파열속도가 증가할수록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Fig. 4. Relationship between breakdown stress  and seismic 

moment Mo. In the figure, 
  indicates the effective stress 

for large earthquakes occurred in the western US using 

Madariaga’s k by Abercrombie and Rice[8]

Fig. 5. Relationship between breakdown stress  and dimen-

sionless rupture velocity kV

Fig. 6. Relationship between static stress drop   and seismic 

moment Mo

Fig. 7. Relationship between static stress drop   and dimen-

sionless rupture velocity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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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향을 종합해 보면 는 Mo와 관련은 있지만, Mo만으로 스케일링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단층 파열속도를 포함한 다른 스케일링 파라미터가 필

요하다.

Figs. 6~7에 Mo와 kV에 대한 를 각각 나타낸다. 우선 Mo에 대한 

의 변화 경향은 의 경우보다 Mo와 부상관 관계를 갖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의 경우와 달리 중대형지진에 대해서도 Mo와 부상관 관계를 

갖는다. 이와 같은 경향은 kV와 Mo와의 관계 (References [3], Fig. 10 참

조) 때문이다. 한편, kV에 대한 의 변화를 보면 kV에 대해 반비례하는 경

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같은 kV에 대해서는 Mo가 클수록 가 크다. 이

런 kV에 대한 의 변화 경향은 Causse and Song[10]의 주장과 일치하

지만, 그들의 연구에서 사용한 응력 강하량은 
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그들의 주장과 반드시 합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3.3 실효 응력 

와 


의 관계

실효 응력  (apparent stress)는 다음 식으로 정의한다. 

 




 (29)

여기서, 지진파 방사 에너지 ER은 식 (14)를 이용하여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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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한편, Kanamori and Rivera[43]는 ER/Mo를 자기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동적 변수 로 정의하고, 관측기록의 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

해 실효 응력이 지진의 크기에 의존하지 않고, ∝
 의 관계가 성립하

더라도 이것이 응력 강하량의 스케일 독립성을 의미하지 않음을 지적하였

다. 이는 지진동의 방사 효율 

이 지진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의미

하는데, EBM의 방사 효율 

은 지진의 크기에 상관없이 약 0.47이다.

실효 응력 과 와의 관계는 지진동의 방사 효율 

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20].







(31)

Fig. 8에 실효 응력 과 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 0.7, 0.2, 0.05를 함께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은 0.2~0.7의 값을 갖고, 0.05는 거의 최솟값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결과

는 Baltay et al.[14]의 일본 Tohoku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연구결과와 

같은데, 그 들은 식 (30)을 이용하지 않고 계측된 지반 속도기록의 제곱에 

대한 스펙트럼을 직접 적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식 (8), (13)~(14) 

및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은 kV의 단조증가함수이므로 


이 약 0.05

에서 0.7까지 변화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kV와 kf가 Mo에 비례

하기 때문이고, 이런 특성은 가 kV에 대해 명확한 의존성이 없으므로 실

효 응력 의 스케일 의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림에서 2000년 10월에 발생한 Tottori-ken Seibu 지진의 경우 

다른 경우와 비교해 지진동의 방사 효율이 특히 낮은 것처럼 나타나 있는데 

이는 References [3]의 Fig. 7과 Fig. 10에 보인 바와 같이 Mo ≤ 5×1015 

Nm의 지진에 대한 fmax가 다른 지진에 비해 낮고 (4 Hz 이하), 이로 인해 

단층 파열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Tottori-ken Seibu 지진기록을 이용한 

Satoh et al.[26]의 해석 결과 중, fmax가 불명확한 경우 (20 Hz 이상으로 추

정된 경우)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단층 파열속도가 적어도 0.5 Vs 

이상이 되므로, Mo≤5×1015 Nm의 지진에 대한 단층 파열속도의 변동성은 

References [3]의 Fig. 10에 보인 Hida 산맥에서 발생한 빈발성 지진의 경

우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9에 와 Mo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는 스

Fig. 8. Relationship between breakdown stress drop  and apparent 

stress  with comparative radiation efficiencies

Fig. 9. Relationship between radiation energy-to-moment ratio 

and seismic moment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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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일 의존성이 있고, 그 경향은 기존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다. 따라서 

Abercrombie[44]의 연구를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지적된 의 스케일 의

존성은 Ide and Beroza[45]가 언급한 제한된 유효 진동수 대역이나 불충분

한 관측기록 (missing data)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단층 파열속도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진동 스펙트럼의 국소유사성 (local similarity)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3, 21].

3.4 단층파괴에너지의 스케일 의존성

단층파괴에너지 (fracture energy) EG는 단층파괴 시 응력의 변화와 변

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성관계식을 라고 할 때, 다음의 적분으로 

정의된다[21], [37], [38].










max

 





 (32)

식에서,  이고, Dc< D≤Dmax인 경우,  인데, 일반적으

로 은 알 수 없으므로 0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τf를 지수함수로 나타내거

나 직선으로 선형화시키거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음이 알려져 있고, 

Ellsworth and Beroza[19]가 보인 바와 같이 응력이 최대 응력에 도달하기 

이전의 지진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비해 매우 작으므로, 식 (32)는 다음과 같

이 쓸 수 있다. 







 (33)

한편, 단위면적당 EG를 에너지방출률이라 하고, 다음 식으로 정의한다. 

 








 (34)

이와는 별개로, 균열 선단 영역에서의 응력과 변위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에너지 수지를 고려하여 지진파 방사 에너지 ER을 이용한 다음 식으

로 정의하기도 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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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은 ≃이고,  

일 때, ≃′이 성립한다. 

마지막 조건은 식 (32)의 τf 에 대해 선형 근사가 가능할 때 성립한다[3].

Abercrombie and Rice[8]는 북미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기록에 대해 위 

식을 적용하였는데, 일부의 경우 


 > 1이 되어, ′이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파괴의 정지단계 (rupture arrest phase)에서 최종 

응력이 에 비해 커지는 undershoot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Beeler 

et al.[46]도 실제 지진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Venkataraman and Kanamori[47]는 undershoot일 때 


 > 1이 될 수 있

음을 이론적으로 보였지만, 실제 지진에서 undershoot 응력이 구체적으로 

평가된 적은 없다. 한편, 필자의 최근 논문[3]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응력 강

하량의 정의가 모호한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ER이 

과대평가되고, 가 과소평가되면 


 > 1이 될 수 있다. Abercrombie 

and Rice[8]의 결과 중, 
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를 사용한 경우 

′이 음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한편, Abercrombie and Rice[8]는 북미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기록에 

대해 Madariaga의 무차원수 (k = 0.21)을 적용한 결과와 Brune의 무차원

수 (k = 0.372)을 적용한 결과 중, 


 > 1인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에 대해 다

음과 같은 ′과 De의 관계를 얻었다. 

log
′log  (36a)

log
′log  (37a)

위의 두 식을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 (와 의 관계)와 비교하여 Fig. 

10에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식 (36a)보다는 식 (37a)가 본 연구

에서 얻은 결과와 잘 대응하는데, 이것은 Brune의 무차원수 k가 본 연구

에서 얻은 k 값의 중앙값에 해당하고[3], 3.2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 성립함을 보인 결과라 생각된다.

Fig. 11에 본 연구에서 얻은 Gc와 Dc의 관계를 Ellsworth and Beroza 

[19]가 파괴 핵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30개 지진에 대해 얻은 결과와 

Ohnaka[21]의 화강암을 이용한 stick-slip에 관한 실내실험결과와 함께 나

타낸다. 그리고, 식 (36a)과 식 (37a)에 적당한 

을 가정한 다음의 관계식

을 함께 나타낸다. 

log
 log (36b)

log
 log (37b)

Madariaga의 무차원수를 사용한 식 (36b)는 

≃0.48 (kV≃0.61, k 

Fig. 10. Energy release rate Gc with respect to rupture area averaged 

slip displacement Ds comparing to the empirical relation-

ships given by Abercrombie and Ric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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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에 해당하고, Brune의 무차원수를 사용한 식 (37b)는 

≃0.59 

(kV≃0.72, k≃0.46)에 해당하는데, 이들 모두는 Fig. 8과 비교할 때 합리

적인 값들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식 (37b)의 kV≃0.72는 Geller[48]가 

제시한 중대형지진의 평균적인 단층 파열속도 (0.72Vs)와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Ellsworth and Beroza 

[19]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층의 파열속도에 의한 

방법이 적절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Abercrombie and 

Rice[8]가 제시한 두 가지 모델의 적절성은 실제 지진의 결과 만을 놓고 본

다면 식 (36b)나 식 (37b)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Ohnaka[21]의 stick- 

slip에 관한 실내실험결과를 포함한 경우 식 (37b)가 에너지방출률 Gc의 

스케일링 특성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므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Bizzarri[49]가 기존의 이론 연구와 관련하여 자세히 다루었듯이, 

Gc는 Dc 이외에 에 의해서도 스케일링이 되는데, 는 와 식 (24)

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Gc는 에 의해 스케일링 되고, Ohnaka 

[21]는 실내실험결과를 이용해 ∝
의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Fig. 

12에 본 연구에서 얻은 Gc와 의 관계를 Ohnaka가 얻은 관계와 비교하

여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형지진과 중대형지진에 대한 

의 차이에 의해 Gc와 의 관계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의 멱수 역시 

1.833보다 약간 큰 값이 적절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임계 미끄

럼 거리 Dc의 스케일링 변수에 관한 검토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3.5 임계 미끄럼 거리 Dc의 스케일링 변수

Ohnaka[21]는 Dc를 단층 파열 면의 거칠기를 나타내는 파장 λc로 기준

화시켰을 때 그 값이 다음에 나타내는 것과 같이 와 일정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보였다. λc는 파괴면의 거칠기를 profilometer를 이용하여 

계측한 후 그 결과의 스펙트럼 분석에서 나타나는 임계 파장 (critical wave-

length)을 말한다. 






 


(38)

여기서, 변수 β와 M은 화강암을 대상으로 한 실내실험을 통해 얻었는데, 

각 변수의 평균±표준편차는 β = 1.64 ± 0.29, M = 1.20 ± 0.06이다. 한편 식 

(38)의 역함수를 m-함수라 하고,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39)

이 들 식은 전단 파괴된 면은 암석의 불균일한 재료특성으로 인해 불규

칙한 거칠기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거칠기는 단층의 파열 과정에서 끊

임없이 미끄럼 거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임계 미끄럼 거리 Dc는 파열 

면의 거칠기를 나타내는 값 중 대표적인 값인 λc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러한 관련성이 파괴 시 응력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식 (39)에 탄성 재료에 대한 구성방정식  를 대입하면 다음

의 식을 얻는다.






 


(40)

그리고 식 (5)에도  를 대입하면 다음 식을 얻는다.








′


 ′  (41)

Fig. 13에 문헌에서 제시한 전단탄성계수의 평균값 μ = 36 GPa, εp = 

0.001을 가정했을 때 식 (40)과 식 (41)에서 얻어지는 에 대한 와 

′을 비교하여 보인다. 단, 식 (40)은 결과에 3을 곱한 값을 나타내었

고, 식 (41)에 대한 근사 식으로 다음 식을 같이 보였다.

Fig. 11. Energy release rate Gc with respect to breakdown distance 

Dc and the data from earthquake nucleation study[19] and 

laboratory stick-slip experiments[21] comparing to the 

modified empirical relationships

Fig. 12. Energy release rate Gc with respect to breakdown stress 

drop  comparing to the empirical relationship given by 

Ohnak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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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식 (42)는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잘 나타내고 

있고, 식 (40)과 식 (42)를 비교하면 ′은 약 1.8~3.8의 값을 보여, 는 

Xc와의 사이에 ≃× 의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Ohnaka[21]가 추정한 것과 유사하다. 한편 식 (41)의 관계는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층의 파열속도와 fmax에 의해 결정되므로 역시 단층과 

관련한 같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Fineberg and 

Marder[50]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stick-slip 실험과 수치해석을 이용한 

기존연구의 개관에서 주장한 균열의 micro- branching 과정과 파열속도와

의 관계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본 논문에서 다룬 모든 스케일링 관계는 그 유도과정에서 단층의 

비탄성 거동에 의한 파열과 미끄럼 변위를 탄성파동의 발생원으로 다루고 

있어, 두 역학적 과정의 연결 역할을 하는 shear band의 거동이 생략되어 있

다는 것이다. 위에서 가정한  는 shear band의 두께가 0에 가까운 

이상적인 선형탄성체의 취성파괴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으

며, 와 는 변형 속도 및 진원의 깊이에 따라 변화하는 여러 가지 환경변

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1, 52].

3.6 에너지 유입량과 

,  및 Vpeak의 스케일링

우선 단층파괴 방향을 x, 균열 선단 영역의 표면적을 Sp, 그리고 표면에 

대해 영역의 외부를 향하는 법선 벡터를 +nj라고 하자. 그리고 균열 선단 영

역을 둘러싼 외부는 탄성 상태를 유지하고, 균열 면에서의 응력은 0이라고 

가정한다. 이때 균열이 어는 정도 일정한 속도 Vr로 균열이 없는 상태의 탄

성체 내부로 확장될 때, 균열 선단 영역의 표면적 Sp을 통해 외부로부터 균

열 선단 영역 내부에 단위시간 당 유입되는 에너지는 다음의 에너지 유입량 

(energy flux) F로 정의된다[20], [22], [23].

 lim


→























(43)

식 (43)의 첫 번째 식의 우변 1항은 균열 선단 영역 외부에 축적된 탄성 

변형에너지에 의해 단위시간 당 균열 선단 영역의 내부로 행해지는 일을 나

타내고, 균열 선단 영역의 표면에 작용하는 응력과 재료 입자의 운동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은 균열이 탄성체 내부에서 속도 Vr로 

확장될 때 재료 입자의 탄성 변형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합을 나타낸다. 위 

식은 균열이 속도 Vr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단위시간 당 식 (43)의 에너지가 

균열 선단 영역에 공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한편, 식 (43)의 두 번째 관계

식에서 Vr = kVVs 이고, 본 논문에서 인용한 데이터의 Vs가 거의 같으므로, 

여기에서는 F 대신에 F′ = F/Vs = GckV를 사용하도록 한다

에너지 유입량은 단층의 파괴 핵 형성 이후 단층의 본격적인 동적 파괴

를 위해 단위시간 당 필요한 에너지이므로, 균열 선단 영역에서의 , Dc, 

그리고 Xc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방출되는 지진파 방사 에너지 ER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지진동의 강약을 가늠할 수 있는 단층 면의 최대 

미끄럼 속도 Vpeak는 근사적으로 다음 식에 의해 나타낼 수 있으므로[1], 

[11], [15], [48], 이것 역시 에너지 유입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peak≃max  ∝






(44)

Fig. 14에 Mo와 F′의 관계를 보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Mo =  1017~ 

1018 Nm (MW5.3~6.0)을 경계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경계를 기준

으로 중대형지진과 중소형지진을 구분한다면, 중대형지진과 중소형지진

의 F′은 평균 약 100배의 차이가 있고, 각각의 구분 내에서 F′은 거의 일정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소형지진과 중대형지진 사이에는 에너지 유

입량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Fig. 4에 나

타낸 Mo와 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여, 가 F′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Fig. 13. Relationship between normalized breakdown distances by 

the critical wavelength  for the rupture surface rough-

ness and the equivalent breakdown zone size ′, and 

 , in which    and   is assumed.

Fig. 14. Relationship between energy flux into the breakdown zone, 

 ′ , and seismic moment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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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s. 15~17에 F′와 , F′와 

, 그리고 F′와 Vpeak의 관

계를 각각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 
  그리고 Vpeak는 F′와 거

의 비슷한 관계를 갖고, 이들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log ∝log ′

log ∝log ′

logpeak∝log ′

(45)

식 (45)의 관계에서, 와 및 Vpeak는 대략  에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균열 선단 영역에 투입되는 에너지는 일종의 운동에너지이므

로, 이들 진원변수는 운동속도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Figs. 

16~17에서 Tottori-ken Seibu 지진의 F′에 대한 와 Vpeak가 다른 지진과 

비교해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Fig. 8과 관련하여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fmax가 다른 지진과 비교해 특히 낮고, 이로 인해 kV가 작게 평가되었기 때문

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필자의 최근 논문에서 보인 확장된 slip-weakening 

(friction) 모델 (ESWM)과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된 Eshelby와 Keylis- 

Borok에 의한 스케일링 관계에 Brune과 Madariaga의 코너 진동수에 대

한 무차원수를 고려한 모델 (EBM)을 이용하여 응력 강하량의 이론적 관계

를 고찰한 결과, Madariaga에 의한 무차원수를 적용한 경우의 응력 강하량

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해온 초기 응력 와 단층 파열 면의 잔류응력 

의 차를 나타내는 정적 응력 강하량 라기보다는 ESWM에서 정의

한 최대 응력 과 잔류응력 의 차를 나타내는 로 생각하는 것이 합

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Brune의 무차원수를 이용한 모델 (EBM)의 경우, 응력 강하량이 

로 보기에는 slip-weakening 모델에 대해 이론적으로 얻어진 와 

큰 차이를 보여, Madariaga와 Brune의 무차원수를 이용한 응력 강하량은 

서로 약 5.6배의 차이가 있지만, 응력 강하량이 갖는 변동성을 고려할 때 모

두 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헌 조사를 통해 얻은 

1987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열도에서 발생한 진원 깊이 25 km 이하의 

MW 3.0~7.5인 113개 지진에 대한 spectral inversion 결과 중, Mo, Vs, fc, 

fmax를 이용해 ESWM으로 얻은 결과와 기존연구에서 EBM을 이용해 추정

한 결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한편, 의 스케일 의존성도 확인하였는데, Mo = 1017~1018 Nm를 중

소형지진과 중대형지진을 구분하는 경계 규모라고 할 때, 중소형지진의 경

우 약 1~10 MPa, 중대형지진의 경우 약 10~100 MPa의 응력 강하량을 보

였다. 그리고 Causse and Song이 주장한 응력 강하량과 단층의 파열속도 

사이의 부상관 관계는 의 경우 fc/k의 스케일 특성, 즉 Mo에 대한 상관

관계에 따라 제한적으로 부상관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에 대해서는 단층 

파열속도의 스케일 의존성으로 인해 부상관 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ESWM으로 얻은 응력 강하량과 실효 응력, 그리고 지진파 방사 에너지

로부터 정의되는 지진파 방사 효율 등을 검토한 결과, 실효 응력과 Kanamori 

and Rivera가 제안한 동적 진원변수 에 대해서는 스케일 의존성이 있음

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스케일 의존성이 Ide and Beroza에 의한 연구 등에

서 지적된 것처럼 기록의 유효 진동수 영역이나 데이터 부족에 의한 것이 아

니라, 지진동 스펙트럼의 국소유사성에 그 원인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

고, 본 논문에서 보인 의 스케일 의존성은 Kanamori and Rivera가 인용

Fig. 15. Relationship between breakdown stress drop  and 

energy flux into the breakdown zone, ′ 

Fig. 16. Relationship between radiation energy-to-moment ratio 

and energy flux into the breakdown zone,  ′ 

Fig. 17. Relationship between peak slip velocity Vpeak and energy 

flux into the breakdown z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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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존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지진파 방사 효율은 단층의 파열속도에 

따라 약 0.05~0.70의 범위에 분포하고, 이 결과는 과거 Baltay et al.이 일본

의 Tohoku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대상으로 한 검토 결과와 일치함을 확

인하였는데, Baltay et al.의 결과는 제곱한 지반속도의 스펙트럼 적분을 통

해 얻은 것이다.

단위면적당 파괴 에너지로 정의되는 에너지방출률 Gc를 ESWM을 이

용해 검토한 결과, Gc의 스케일 의존성은 기존연구에서 보인 바와 같이 단

층 면적에 대한 평균 변위 Ds와 임계 미끄럼 거리 Dc, 그리고 응력 강하량 

를 스케일링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데, Ds를 이용할 경우 Abercrombie 

and Rice가 제시한 모델과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고, Dc를 사용한 경우에

는 Ds에 대한 두 가지 모델에 적당한 지진파 방사 효율을 가정한 결과 중, 

Brune의 무차원수를 적용한 것이 Ohnaka의 실내실험결과와 Ellsworth 

and Beroza의 파괴 핵 형성에 관한 연구결과 및 본 논문에서 얻은 결과와 

잘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를 이용한 결과는 Ohnaka가 실

내실험을 통해 제시한 관계와 비교적 잘 일치하였는데, 이는 Ohnaka가 제

시한 Gc의 스케일링 변수 중 파열 면의 거칠기를 나타내는 변수가 실질적

으로는 단층의 파열속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고, 이와 같은 관계는 

Fineberg and Marder가 기존의 stick-slip에 관한 실내실험과 수치해석을 

이용한 연구의 개관에서 언급한 균열의 micro-branching 과정과 파열속도

와의 관계와 같은 속성임을 지적하였다. 

ESWM을 이용해 단위시간 당 균열 선단 영역에 공급되는 에너지를 나

타내는 에너지 유입량과 , 
 , 그리고 단층의 최대 미끄럼 속도 Vpeak의 

관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들 세 가지 진원변수는 모두 에너지 유입량과 비

슷한 관계를 갖는 것을 보였는데, 이는 단층의 파괴 핵 형성과정에 대해 

Ellsworth and Beroza가 제안한 모델과 같이 에너지 유입량에 의해 단층

의 파괴 에너지가 단파장 성분부터 cascade-up 과정을 통해 장파장 성분으

로 전달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에너지 유입량의 스케일 의존성은 

분명하지 않은데, Mo = 1017~1018 Nm을 경계로 중소형지진과 중대형지진

을 나눈다면, 각 분류의 에너지 유입량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났지만, 두 분

류 사이에는 약 100배의 차이가 있었고, 진원 깊이에 따라서도 변화하는 경

향이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 유입량의 스케일 의존성과 진원 깊이의 영향에 

대해서는 향후 자세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보인 것과 같이 ESWM은 기존 모델과 달리 단층 파열속도

의 스케일 의존성을 고려한 것으로, Mo, Vs, fc, fmax의 4가지 값이 필요한데, 

진원에서의 Vs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Mo, fc, fmax의 3가지 

파라미터가 필요하고, 이들 파라미터는 모두 진원 스펙트럼을 통해 알 수 있

다. 제안 모델을 이용해 얻은 정적 동적 진원변수는 기존 스케일링 모델과 

kinematic inversion 등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해 얻은 것들과 비교해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비교 결과는 ESWM이 Mo, fc, fmax의 3가

지 파라미터를 통해 일관된 방법으로 진원변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단층 파열속도의 영향을 직접 

고려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유입량과 같이 새로운 관점에서 진원변수를 볼 

수 있다는 이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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