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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구조물에 손상이 발생하는 등 그 어

느 때 보다 지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단층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지진위험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충분

한 지진기록의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내진설계를 위

한 지진하중 평가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내에 국한된 문제

가 아니며, 단층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의 공통된 문

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북미지

역의 경우 우선 단층 활동이 활발한 서부지역에서 얻은 지진기록의 해석을 

통해 지진동 예측 모델 (Ground Motion Prediction Equations, GMPEs)

을 구축하고 이를 단층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에 수정 적용하는 방

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장기간 지진이 관측되지 않은 공백 영역

의 불충분한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층에 대한 기본정보를 가

정한 지진동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1].

지진동 시뮬레이션 기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단층에 대한 기본정보는 흔히 지진원 변수 또는 진원변수 (source para-

meters)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진 모멘트의 구

성변수인 단층 면적, 단층의 평균 변위 그리고 단층 파열 시 응력의 변화 또

는 응력과 변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성 관계 (constitutive relationship)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변수는 단층 주변 재료의 역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전

단탄성계수와 탄성파 속도와 함께 단층 파열과 관련된 정적 동적 특성을 나

타낸다. 한편 지진동은 단층 주변에 축적된 탄성변형 에너지가 단층의 역학

적 특성에 따라 파괴 에너지 (fracture energy)와 열에너지 (heat energy), 

그리고 지진파 방사 에너지 (radiation energy) 등으로 소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그 특징은 단층의 변위, 속도 또는 가속도 스펙트럼 특성으로 

기술된다. 변위 스펙트럼은 일반적으로 코너 진동수 fc 이상의 진동수 영역

에서 진동수의 –2승에 비례해 감쇄하는 ω2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2]. 따라서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동의 특징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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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The slip-weakening model developed by Ohnaka and Yamashita is extended over the breakdown zone by equating the scaling relationships 

for the breakdown zone and the whole rupture area. For the extension, the study uses the relationship between rupture velocity and 

radiation efficiency, which was derived in the theory of linear elastic fracture mechanics, and the definition of fmax given in the specific barrier 

model proposed by Papageorgiou and Aki. The results clearly show that the extended scaling relationship is governed by the ratio of rupture 

velocity to S wave velocity, and the velocity ratio can be determined by the ratio of characteristic frequencies of a Fourier amplitude 

spectrum, which are corner frequency, fc, and source-controlled cut-off frequency, fmax, or vice versa. The derived relationship is tested by 

using the characteristic frequencies extracted from previous studies of more than 130 shallow crustal events (focal depth less than 25 km, 

MW 3.0~7.5) that occurred in Japan. Under the assumption of a dynamic similarity, the rupture velocity estimated from fmax/fc and the 

modified integral timescale give quite similar scale-dependence of the rupture area to that given by Kanamori and Anderson. Also, the 

results for large earthquakes show good agreement to the values from a kinematic inversion in previous studies. The test results also 

indicate the unavailability of the spectral self-similarity proposed by Aki because of the scale-dependent rupture velocity and the rupture 

velocity-dependent fmax/fc; however, the results do support the local similarity asserted by Ohnaka. It is also remarkabl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pture velocity and fmax/fc is quite similar to Kolmogorov’s hypothesis on a similarity in the theory of isotropic turbulence.

Key words: Slip-weakening model, Nonself-similarity, Rupture velocity, Source-controlled fmax, Kolmogorov’s hypothesis

*Corresponding author: Choi, Hang

E-mail: hchoi01@aimac.co.kr

(Received June 15, 2020; Revised August 3, 2020; Accepted August 3, 2020)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 24권 5호 (통권 제137호) | September 2020

220

진원변수와 함께 ω2 모델의 변수인 코너 진동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들 변수의 상호관계는 스케일링 모델 또는 스케일링 법칙 (scaling laws)에 

의해 결정되는데, 변수의 스케일 의존성, 즉 변수의 지진 크기에 대한 의존 

여부에 따라 자기 유사성 (self-similarity)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자기 

유사성은 진원변수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스케일링 법칙이 일정한 무차

원수에 의해 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3]. 1967년 Aki[4]에 의해 스펙트

럼에 대한 자기 유사성이 제안된 이래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성립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아직 없는 상황이며, 여전히 의논이 계속되고 있

다. 이러한 의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케일링 모델은 Eshelby[5]

와 Keylis-Borok[6]에 의한 2차원 파동방정식의 해에 원형 단층에 대한 원

거리 장에서의 변위 스펙트럼 모델과 관련한 Brune[7]의 가정을 적용한 것

이다. Brune은 유한한 원형 단층에 전단응력 pulse를 순간적으로 적용하

고, 원거리 장 S파 변위 스펙트럼을 진동수 0에 대한 이론 해와 비교하여 변

위 스펙트럼의 코너 진동수 fc에 대한 무차원수를 제시하였으며, Kanamori 

and Anderson[8]은 무차원수가 일정할 때 동적 유사성(dynamic similarity)

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Brune의 fc에 대한 무차원수를 적용한 스

케일링 모델은 단층 파열속도가 지진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의미

를 내포한 것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모델을 Eshelby-Brune의 모델 (이

하 EBM)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스케일링 모델이 갖는 한 가지 문제는 2

차원 파동방정식의 해가 갖는 불연속성이다. 2차원 파동방정식의 해에서는 

단층 경계에서 응력과 단층의 미끄럼 속도가 발산하는 특이점을 갖고 있다. 

이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었는데, 응력과 미끄럼 속도의 특이점은 선

형탄성 파괴역학 (Linear Elastic Fracture Mechanics, LEFM)의 균열 선

단 영역 (process zone, cohesive zone 또는 breakdown zone)에 관한 이

론과 모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고[9], 균열 선단 영역에

서의 응력과 변위와의 관계를 slip-weakening (friction) 모델 (이하 SWM)

이라고 한다. Ohnaka and Yamashita[10] (이하 OY89)는 화강암을 이용

한 실내실험과 이론해석을 통해 균열 선단 영역에서의 응력과 변위와의 구

성 관계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한 이론해석을 통해 얻은 스케일링 모델

과 지진파의 역 해석을 통해 얻은 진원변수와의 비교를 통해 그 타당성을 보

였다. 그러나 균열 선단 영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진원변수와 단층 파열 면 

전체에 대한 진원변수와의 관계는 여전히 불명확한데, 이들 진원변수 간의 

관계를 밝히지 못한다면 서로 별개의 불완전한 모델로 남게 된다. 

한편, Abercrombie and Rice[11]가 언급한 것처럼 일정한 단층 파열속

도를 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동적 유사성의 유효성을 입증하

기 위해서는 스펙트럼의 고진동수 영역의 차단진동수  fmax가 진원의 특성

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관측점 부근의 지반 특성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결

론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Hanks[12]에 의해  fmax의 존재가 알려진 이래 

여전히 명확한 결론이 없이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이 견지되고 있

다. 반면, 단층의 파열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 최대 응

력 이전 단계에서 미세균열의 발생 및 결합으로 균열이 준 정적으로 확장

되는 과정과 그 이후 균열의 발생속도가 가속화되는 파열 핵 형성단계 

(rupture nucleation phase), 2) 최대 응력 도달 후 균열 면이 일정한 속도로 

확장되는 단계 (rupture propagation phase), 그리고 3) 최종적으로 균열 

면의 확장이 멈추는 단계 (rupture arrest phase)다[2, 13]. 여기서 1단계의 

파열 핵 형성과정은 2단계의 고속 동적 균열 확장과정과의 경계에서 발생

하는 임계 균열 길이에 의해 구분하는데, Papageorgiou and Aki[14]는 

specific barrier 모델에서 단층 파열속도와 이 임계 균열 길이와의 비를 이

용하여 차단진동수  fmax를 정의하였다. 한편,  fmax 이상의 진동수 성분은 새

로운 균열의 발생과 기존 균열과의 통합과정에서 마찰로 인해 에너지가 열

로 변환되어 소비되는 성분들로 볼 수 있다[13, 15]. 따라서 지진동의 스펙

트럼은  fmax를 경계로 energy partition이 형성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16], 

fmax와 단층의 파열속도에 의해 정의되는 파장은 국소등방성 난류 (local 

isotropic turbulence)에 관한 Kolmogorov의 가설 중 dissipation scale 

[17]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fmax/fc가 지진의 크기에 의존한다면 전 

진동수 대역에 대한 자기 유사성은 성립하지 않고, Ohnaka[13]가 주장한 

국소유사성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균열 선단 영역에 대한 OY89의 스케일링 모델을 LEFM 

이론에서 제시한 단층의 파열속도와 지진파의 방사 효율 (radiation 

efficiency) 과의 관계 및 Papageorgiou and Aki의  fmax를 이용하여 원형 

단층 전체로 확장하고 (이하 확장된 SWM), 이를 통하여  fmax/fc와 단층의 

파열속도와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EBM의 문제점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확장된 SWM과의 차이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과거의 연구에서 보고된 MW 3.0~7.5 지진에 대한  fc와 

fmax를 이용하여 단층 파열속도를 추정하고, 그 결과로부터 단층의 파열면

적을 평가하여 기존 이론 식과의 비교를 통해 추정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

하였으며, fc와 fmax에 의한 지진동 스펙트럼의 energy partition 특성과 

Kolmogorov의 국소등방성 난류에 관한 가설을 비교하여, 지진동 스펙트

럼의 유사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2. EBM과 SWM의 확장

2.1 기본 정의와 동적 유사성

우선 두 모델을 비교하기 전에 기본적인 물리량에 대하여 정의하기로 한

다. 가장 기본적인 지진 모멘트(Nm)는 다음의 식으로 정의된다. 

  (1)

여기서 는 단층 주변 재료의 전단 탄성계수를 나타내고, D는 단층 파열면

적에 대한 평균 변위를, 그리고 A는 단층 파열면적을 나타낸다. 본 논문의 

검토대상인 EBM과 SWM에서, 단층의 파열속도에 관한 가정이 서로 다르

므로 각기 다른 평균 변위와 단층 파열면적이 나올 수 있어, 이를 구분하기 

위해 아래 첨자를 사용하여 구분하기로 한다. 그리고, 모멘트 규모를 사용

할 때에는 다음 식과 같이 Hanks and Kanamori[18]에 의한 정의를 사용한

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log는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밑이 10인 상용

대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log  (2) 

동적 유사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파장 (wavelength)와 파수 

(wavenumber)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파장 λ와 파수 κ 사이의 관계는 λ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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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π, 그리고 시간적 주기 T와 원 진동수 ω와의 관계는 Tω=2π로 정의한다. 

임의의 파장 λ1의 속도를 U1이라고 할 때, 주기 T1(=1/f1)은 T1=λ1/U1이 되

고, 파수 κ1은 κ1=2π/λ1=2πf1/U1=ω1/U1의 관계를 갖는다. 

다음으로 fc에 대한 무차원수 kV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

여기서 Vr은 단층의 파열속도를 나타내고, Vs는 단층 주변에서의 S파 속도

를 나타낸다. fc는 지진파의 진폭 스펙트럼으로써 Brune의 모델을 사용

할 때, 모델의 코너 진동수 (㎐)를 나타내고, 는 원형 단층의 대표적인 거

리로 단층의 반경에 해당한다. 위 식에서 알 수 있듯이, Vr은 kV를 이용하여 

kVVs로 정의하고, 코너 진동수 는 파장과 파수의 관계로부터 균열이 Vr의 

속도로 rc 만큼 확장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역수가 된다. 즉,

 







(4)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코너 진동수에 대한 무차원수는 Brune이 가정한 

바와 같이 다음의 동적 유사성에 해당하는 관계를 만족하고,












 (5)

무차원수 kV로 2.34/2π≃0.372를 사용한 것이 된다[7]. 그런데 원거리 장

에서의 지진동 관측 결과를 이용한 Vr의 추정 결과는 중규모 이상의 지진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Vr=(0.65~0.85)Vs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 만약 Vr과 Brune의 무차원수가 타당하다면, 식 (5)를 만족하는 시간 

스케일은 Tc (=1/fc)와 비교해 훨씬 작아져야 한다. 따라서 식 (5)는 동적 유

사성을 나타내기에 불충분한 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Mai and Beroza[20]는 단층 파열면적의 추정을 위해 von Kárman

의 자기 상관 함수로 정의되는 상관 거리 (correlation length)를 이용하여, 

상관 거리의 제곱이 단층 파열면적과 잘 대응하는 것을 보였다. 이는 원형 

단층의 반경이 난류 이론의 적분 거리 스케일 (integral length-scale)에 해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적분 거리 스케일은 Frozen field에 관한 가설

[17]을 적용하면 평균속도와 적분 시간 스케일 (integral timescale)의 곱과 

같고, 이것은 일정 속도로 단층 균열이 확장될 때 응력 pulse의 전파해석에

서 흔히 가정하는 Galilean 변환과 같은 물리적 속성을 갖는다. 적분 시간 

스케일 Ti는 Wiener-Khintchine의 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7].






∞

 









∞









 

(6)

여기서, SD(f)는 변위의 2면 스펙트랄 밀도함수 (two-sided spectral 

density function)을, R(τ)는 자기 상관 함수를 나타낸다. 만약  fmax의 존재 

여부를 무시하고 상대 변위의 푸리에 진폭 스펙트럼으로 Brune의 모델

을 가정하면, 식 (6)의 Ti는 적분공식에 의해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7)

식 (7)은 GMPEs에서 자주 인용되는 진원에서의 지속시간 (source 

duration)에 관한 경험식 0.5/fc[21-23]와 비교하면 약 60%에 해당하는데, 

이는 식 (7)이 미끄럼 속도 함수 (slip-rate function)의 최대 미끄럼 속도 

(Vpeak)로 최대변위에 도달하기까지의 소요시간과 같기 때문이다[24]. 따

라서 여기에서는 Tr에 관한 추정 식으로 2Ti를 가정하기로 한다. 이 가정은 

평균 미끄럼 속도가 Vpeak/2와 같음을 의미한다. 이때 진원에서의 지속시간

과 단층의 파열속도의 곱으로 정의되는 원형 단층 파열 면의 반경을 rr이라 

하면, 식 (4)와 식 (5)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8)
















 (9)

이상의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의 주요 쟁점은 무차원수 k=kTkV

의 지진 크기에 대한 독립성 여부와  fmax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fmax의 영

향을 무시하고 Vr=(0.65~0.85)Vs와 kT (=2/π)를 이용하면 무차원수 k는 

0.42~0.54가 되는데 이는 Brune이 제시한 무차원수 0.372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적 유사성을 가정한다면 Brune의 무차원수는 

단층의 파열속도와 진원에서의 지속시간에 의존하는 값으로 생각할 수 있

다.

2.2 Eshelby-Brune의 모델 (EBM)과 자기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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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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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 변위를 이라 하고, 파괴가 종료된 단층면의 외부에서의 변위는 

0으로 가정한다. 즉  ≥. 한편 파괴된 단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의 응력 은 일정하다고 보고, 파괴된 단층 내부의 응력  

을 0이라고 할 때, 파괴된 단층 면의 변위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5, 6].







 
  (10)

여기서, 응력 강하량 는 와 같다 (Fig. 1 참조). 한편 단층 면적에 대한 

평균 변위 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11)

여기에 


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스케일링 관계를 얻는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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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이라고 가정하고, 식 (1)의 Mo와 식 (8) 및 식 (9)를 대

입하면 다음과 같은 와 fc의 관계식을 얻는다.

 







 


(13)

위의 식에 Brune의 무차원수 (0.372)를 대입하면 다음의 응력 강하량에 

대한 식을 얻는데, 이 응력 강하량을 Brune의 유효 응력 (Brune’s effective 

stress)이라 부르기도 한다[2]. 

≃


 


(14)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응력 강하량이 직접 계측 가능한 것이 

아니고 스케일링 관계식에 의해 평가되는 값이라는 점과 스케일링 모델에 

포함된 무차원수 k가 이론적으로는 단층면에서의 법선 벡터와 관측점 사이

의 각도를 나타내는 파동 방사각 (take-off angle)에 따라 크게 바뀐다는 점

이다. kV=0.9를 가정한 파동방정식의 수치해석 결과, Madariaga[25]는 S

파에 대한 k 값으로 약 0.2~0.5 (평균 0.21)을, Kaneko and Shearer[26]는 

0.18~0.72 (평균 0.26)을 얻었다. 이들 무차원수의 평균값은 Brune의 무

차원수와 비교해 약 60~70%에 해당한다. 한편, 이로부터 kT를 환산하면 

각각 0.22~0.56 (평균 0.23), 0.2~0.8 (평균 0.29)가 되고, kT의 평균은 진

원에서의 지속시간에 대한 경험 식에서 가정한 0.5, Brune의 모델에 대

한 적분 시간 스케일을 이용해 가정한 2/π와 비교했을 때 약 50%에 해당

한다. 그리고 이들 값은 kV가 작아지면 따라서 작아진다. 따라서 무차원수

로 Madariaga 또는 Kaneko and Shearer의 수치해석 결과를 적용할 경우, 

식 (13)에서 얻게 되는 응력 강하량은 Brune의 무차원수를 적용한 경우인 

식 (14)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3~5배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응력 강하량

의 평가결과는 추정방법에 따라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이하에서는 무차원수의 파동 방사각에 대한 의존성은 고

려하지 않고 평균값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한 개의 지진 event에 대

해 한 관측점의 관측기록으로부터 진원변수를 추정할 경우 불확실성이 커

서 일반적으로 진앙을 중심으로 다양한 거리에 분포한 복수의 관측점 기록

에 대해 stacking 기법을 적용하여 진원변수를 추정하기 때문이다[28].

식 (13)에서 식 (14)와 같이 무차원수 k를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응력 강

하량 는 fc와 Mo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
 의 관계가 성립된다

면 는 일정한 값을 갖고, 이때 자기 유사성이 성립한다고 한다. 한편 

Kanamori and Rivera[29]는 신뢰할 만한 과거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정

적 동적 스케일링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fc와 Mo의 관계에 대한 수정모델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고, 단층 파열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15)

식 (15)는 다양한 연구에 이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Oth et al.[30]은 일본

에서 발생한 1,826개의 지진 event에 대한 약 29,000개 이상의 borehole 

계측기록의 해석을 통해, 진원 깊이 30 km 이하의 지진에 대한  ε의 평균±

표준편차로 0.12±0.12, 30km 이상의 경우 0.18±0.08을 제시했고, 이 값들

은 평균적으로 응력 강하량이 지진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외

에도 Mayeda and Walter[31]는 미국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0.5~1.0의 값을 보였고, Yoo et al.[32]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MW<3.5의 지

진을 대상으로 Mayeda et al.의 방법[33]을 적용하여 0.54를 얻었으며, 

Abercrombie의 소규모지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34]의 경우도 ε이 

0.8 이상이 된다[29]. 이처럼 ε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 자기 유사

성은 성립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 다른 연구자는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기록

이 부족하다거나[35] 유효 진동수 대역폭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36]이

라는 등 응력 강하량에 관한 스케일 독립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3 Slip-Weakening 모델 (SWM)

SWM과 EBM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Fig. 1과 같이 균열 선단 영역에서

의 응력과 미끄럼 속도에 관한 특이점 유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EBM이 갖는 균열 선단에서의 특이점 특성은 물리적인 관점

에서 비현실적인데, SWM의 경우 최대 전단 강도 도달 이후 완전 취성재료

에서 흔히 가정하는 것과 같은 급격한 응력의 감소 없이 법선 응력 등에 의

한 영향으로 변형 연화 (slip-weakening)과정을 거치면서 응력이 균열의 

확대에 따른 변위의 증가와 더불어 최대 응력에서 잔류응력 또는 0 응력으

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비선형 거동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모델로서 본 논문에서는 OY89[10]에서 개

발된 스케일링 모델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진행된 다양한 

이론 모델의 수치해석 결과와 실내실험 결과가 이 모델과 정합하는 것을 보

여주고 있기 때문이다[37, 38]. 이 모델과 EBM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에

는 모델의 이론적 배경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므로 

먼저 그 개요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단층 면에서의 변위와 응력과의 관계는 다음의 Hilbert 변환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식은 응력의 진폭 스펙트럼과 미끄럼 속도의 진폭 스

펙트럼이 같다는 것을 나타낸다[3].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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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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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변수  는 단층 면 내의 위치를 나타내고, 는 전단 파괴형식 

(in-plane 또는 anti-plane)에 따른 속도계수, P는 균열 때문에 생기는 불연

속면에 대한 불완전 적분을 위한 Cauchy 계수 (Cauchy principal value)

를 나타내며,  ′은 변위의 거리 미분 ()을 나타낸다. 변위진폭 스펙

트럼을 결정하는 미끄럼 속도는 식 (16)의 Hilbert 역변환에 Galilean 변환

을 적용해 얻을 수 있다.

OY89는 단층의 구성재료와 비슷한 물성을 갖는 화강암을 이용한 실내

실험에서 파괴 시작에서 종료에 이르는 과정의 변형률 계측을 통해 전단응

력의 변화를 다음 식으로 나타냈다.

   log exp (17)

여기서 와 은 각각 초기 응력과 잔류응력을 나타내고, 변수   를 

통해 응력의 변화 특성을 나타낸다. 위의 식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최대 응

력 도달 이후의 응력의 위치별 변화는 지수함수에 의해 지배되며, 변수  

에 의해 단층 파열 초기의 속도가 달라지는데, 이것으로 파열 핵 형성단계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고, EBM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균열 선단에서의 응

력의 불연속성이 제거됨과 동시에, Vpeak는 균열 선단이 아닌 균열 내부에서 

발생하게 된다. 한편, Matsu’ura et al.[39]은 식 (17)의 [ ]내부를 단순화하

여 ′′로 가정하였는데, 이 경우 미끄럼 속도는 Brune의 ω2 모델과 같

은 특징을 갖게 된다. 

OY89는 실내실험 결과를 이용한 식 (17)의 변수추정과 식 (16)의 이론

해석을 통해 다음 식과 같은 균열 선단 영역에서의 스케일링 모델을 도출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SWM이라 부르기로 한다. 

 





(18)

여기서, 는 최대 응력과 잔류응력의 차 (  )을 나타내고, break- 

down stress drop이라고 부른다. 계수 는 와 의 비에 따라 변하는 계

수로, 그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1/3을 사용한다. 그리고 와 

는 각각 균열 선단 영역의 크기와 균열 선단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서의 평균 변위인 임계 미끄럼 거리 (critical breakdown slip 또는 slip- 

weakening distance)를 나타낸다. 

속도계수 는 파괴 진행 방향에 따라 각각 정의된다. 즉 단층 파열 

방향 (in-plane 전단파괴, mode II)의 경우 다음 식으로 정의되고, P파와 

SV파와 관련 있다.

II














 







 

 


 (19)

단층 파열 방향의 직각 방향의 경우 (anti-plane 전단파괴, mode Ⅲ)는 

다음 식으로 정의되고 SH파와 관련 있다.

III


 


 (20)

한편 단층 파열은 이 들 두 가지 전단파괴 mode 중 어느 한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mode의 파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여

기에서는 두 가지 mode에 대한 속도계수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다음 식으

로 를 가정하기로 한다. 식 (19)~식 (21)의 관계는 Fig. 2와 같다.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각 파괴형식에 대한 의 차이는 크지 않다.









 


  (21) 

2.4 SWM의 확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 (18)은 균열 선단 영역에서의 스케일링 관계

를 나타내는데, 응력 강하량이 균열 선단 영역을 포함한 모든 단층 파열의 

구동 응력에 해당하므로, 식 (18)을 단층 파열 면 전체에 대해 확장하면 다

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2)

여기서 아래 첨자 s는 SWM에 의한 값들을 나타내고, Cs는 스케일링 모델

의 계수를 나타낸다. 

위 식에서 좌변의 는 균열 선단 영역과 단층 파열 면 전체에 있어

서 공통적인 값이므로, 식 (18)과 식 (22)의 우변을 등식 관계로 놓으면 계

수 Cs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3)

한편 위의 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층 파열과 관련한 에너지 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균열 선단 영역을 포함한 단층 파열 면 전체에 대

한 응력과 변위와의 관계가 Fig.3과 같이 선형모델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할 

때, 변형에너지 총량 ΔU는 다음과 같이 단층 파열 면의 확장에 사용된 에

너지를 나타내는 파괴 에너지 EG와 지진파 방사에 사용된 에너지 ER로 나

눌 수 있다. 여기서, 열로 변환되어 소비되는 마찰에너지 EF는 알 수 없으므

로 무시하기로 한다. 즉,

Fig. 2. Velocity factors defined in Eqs. (19)~(21)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 24권 5호 (통권 제137호) | September 2020

224





 (24)

여기서,





 (25)







 (26)






 


 

  (27)

이와 같은 선형모델에 의한 에너지 수지 관계는 응력과 변위와의 관계가 

비선형이고, 단층 파열속도에 따라 열로 변환되어 소비되는 에너지까지 고

려하면 엄밀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수행된 이론 연구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고, 실내실험 결과를 이용한 비선형 모델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8, 40].

한편, 지진파의 방사 효율 

은 식 (27)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28)

식 (23)의 Dc/Ds는 방사 효율 

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9)

지진파의 방사 효율 

은 지진 모멘트 를 이용한 다음 식으로 정의하

기도 한다[2].















(30)

여기서 는 실효 응력 (apparent stress)를 나타내고, 다음 식으로 정의한다. 

 





(31)

한편 Kanamori and Rivera[29]는 ER/Mo를 자기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

한 중요한 동적 변수 로 정의하고, 관측기록 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ε

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실효 응력이 지진의 크기에 의존하

지 않고, ∝
 의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이것이 응력 강하량의 지진 크

기에 대한 독립성을 의미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식 (30)의 방사 효율

이 지진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EBM의 방사 효율 



은 지진의 크기에 상관없이 약 0.47이다[2].

다음으로, 식 (23)의 균열 선단 영역의 크기 Xc와 원형 단층의 반경 rs와

의 관계는 Papageorgiou and Aki의  fmax의 정의[14]에 식 (9)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32)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식 (25)의 ΔU에 대한 정의가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른데, 보통은 초기 응력을 기준으로 한 응력 강하량 

를 이용한다. 만약 단층 파열 면에서 Dc 이후의 잔류응력 을 0이라 

가정하고, 초기 응력으로부터 최대 응력을 거쳐 최종변위 Dmax에 이르기까

지의 변위 D에 대한 응력의 변화를 함수 로 나타내면, 파괴 에너지 EG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40].










max

 





 (33)

그리고, 를 이용한 변형에너지 총량을 ΔU′이라 하고, 의 적분을 

를 이용한 선형 근사로 평가한다면 방사 효율 

′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34)

여기서, Ds는 면적 A에 대한 Dmax의 평균을 나타낸다. 위 식 우변의 응력 강

하량의 비에 대해 Das and Aki[41]의 응력비 S를 적용하면 

′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35)

한편, 

′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을 만족해야 하

는데, Dc와 Ds는 최대 응력 도달 이후의 응력과 변위에 의한 구성 관계로부

터 결정되므로 식 (18)과 식 (22)에 응력 비 S가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OY8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내실험에서  에 대해 가 크게 변화

하지 않고, 실제 지진기록의 해석 결과에 대해서도 식 (18)의 유효성이 검증

되어 식 (18)에 S를 고려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한편, Rice et al.[42] 및 

Hirano and Yamashita[40]의 이론 연구에 의하면 S는 식 (32)의 와 

일정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 Ohnaka[13]가 제시한 중대형지진에 대한 

대표적인 는 약 20인데 이에 대한 이론적인 S값은 약 10이다. 따라서 

Fig. 3. Linear approximation of stress-slip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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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하는 는 1/11 이하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 지진의 경우

는 약 1/2 전후의 값을 나타내고, 이 경우 식 (35)는 0보다 작게 되어 불합리

한 결과를 보이게 된다. 이는 기준 응력 (reference stress)에 관한 정의가 모

호하기 때문이다. 만약 식 (26)에서 기준 응력을 로 한다면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은 제거된다. 반면 식 (25)는 에서 에 이르는 응력 구간에

서 상대 변위가 대부분 정적 변형에 의한 것이고, 이 변형에 의한 에너지는 

전체 변형에너지와 비교해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EG나 ER 모두 

최대 응력   도달 이후의 동적 파괴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다는 점, 그리고 는 재료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지만 는 그 값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 응력으로 를 이용한 식 (25)가 합

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식 (29)와 식 (32)를 식 (23)에 대입하면 Cs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max
(36)

3. fmax/fc의 Vr 의존성

3.1 지진파 방사 효율의 Vr 의존성

LEFM 이론에 의하면 지진파의 방사 효율 

은 단층의 파열속도 Vr에 

의해 다음 식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43].



 (37)

여기서 는 in-plane과 anti-plane 전단파괴형식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44-46].

















 modeII








  modeIII

(38)

식에서 0.92는 Poisson 비 1/4을 갖는 재료에 대한 Rayleigh 파의 속도 

VR을 0.92Vs로 가정한 것을 나타내며, 본 논문에서 다루는 단층 파열이 

Rayleigh파 속도 이하로 발생하는 sub-shear rupture임을 의미한다. 식 

(37)에 대해서도 식 (21)의 경우와 같이 중간값에 해당하는 다음 식으로 근

사하여 지진파의 방사 효율을 나타내기로 한다. 즉,








II
 III

  (39)

식 (38)과 식 (39)를 Fig. 4에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식 (39)에 

의한 방사 효율은 각 전단파괴형식에 대한 방사 효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상의 식 전개를 통해 SWM의 계수 Cs가  fmax/fc를 제외하고 단층 파열

속도와 S파 속도의 비율을 나타내는 무차원수  kV에 의해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fmax/fc의 Vr 의존성

다음으로  fmax/fc도 무차원수  kV에 의해 일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살

펴보기로 한다. 우선 지진파의 진폭 스펙트럼을 이용한 방사 에너지 

의 

평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점 진원으로부터 P파와 S파의 형태로 구면 

방사를 통해 방사되는 전체 방사 에너지 

은 시간 영역과 진동수 영역에

서 각각 다음 식으로 평가된다[2].






 


〈
〉






〈
〉∞

∞

 








 


〈

〉






〈

〉∞

∞

 



 

(40)

여기서 ρ는 단층 주변 재료의 밀도를 나타내고, 〈
〉〈

〉은 각각 P파

와 S파 방사 패턴의 2승 평균을, 그리고 Vp, Vs는 각각 P파와 S파의 속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는 지진 모멘트 방출 속도를 나타내는 진원 시간 함

수 (source time function)이고, 는 의 푸리에 변환, ∙는 시간 

미분을 의미한다. 

한편 P파와 S파에 대한 진폭 스펙트럼의 고진동수 영역에서의 감쇄 기

울기가 같다면, P파와 S파에 의한 방사 에너지 비율은 다음과 같다[47].







 

 









(41)

여기서, 
와 

는 각각 S파와 P파의 진폭 스펙트럼으로   모델을 가정할 

경우 각 진폭 스펙트럼의 코너 진동수를 나타낸다. 

지진 관측기록을 이용한 식 (41)에 관한 과거의 연구[34]와 Kaneko and 

Shearer[26], Dong and Papageorgiou[48]에 의한 이론 모델의 수치해석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임을 고려하면, 

≃의 근사관계

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원 시간 함수로 ω2 모델을 적용하면, 즉

Fig. 4. Fracture energy efficiency functions in Eqs.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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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진파 방사 에너지 

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



∞

 

 







 


(43)

여기서 〈
〉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5[49]를 가정하였고, S파 속도에 

대해서는 의 관계를 적용하였다.

식 (43)에 대해, 

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를 가정하고 식 

(1)과 (5), 그리고 식 (22)와 식 (25)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지진파의 방사 효

율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







(44)

여기서 무한대 기호는  fmax가 다음의 관계를 만족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

 

≃



max

 

 (45)

이때 식 (36)의  fmax/fc는 식 (44)에 의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max







∞






(46)

여기서 식 (44)는 식 (28) 및 (39)와 등가이어야 하므로 





∞이고, 위 식

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max






∞
∞






(47)

만약, 식 (45)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즉 max ≪∞인 경우에는




max

 

  max



∞

 

 (48)

의 관계가 성립되고, 계수 max는 위 식 좌변의 적분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max 

 tan 




   
max

(49)

한편 max→∞가 되기 위해서는 균열 선단 영역의 크기 Xc가 0이 되는 

경우로 제한되는데, 이는 파열 핵이 없는 경우이므로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균열 선단 영역의 크기 Xc가 0보다 크고, Vr 

또한 항상 0보다 크므로 max ≪∞가 된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지

진파의 방사 효율은 식 (49)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max

∞ max max
 (50)

그리고 ≥임을 고려하면 식 (46)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max








≥ (51)

위 식에서 알 수 있듯이 kf는 kV에 의해 결정되고, kV는 kf가 주어진 경우, 

식 (51)의 등식 관계를 만족하도록 반복 계산을 통해 구할 수 있다. Fig. 5에 

=0.20, 0.33, 0.50에 대한 kf와 kV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점선은 kf

와 kV의 관계에 대한 근사 식으로 다음 식을 사용한 경우를 나타낸다.



 tan log 

≃



tan log



 (52)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kf >1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kV >0.2±0.05가 되어

야 한다. 이는 Vr에 하한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하한은 지진관측

기록은 물론이고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전단파괴실험 및 stick-slip 실내실

험에서도 확인된 적이 없지만, Fineberg and Marder[16]는 원자 격자의 전

위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 결과를 근거로 한계속도 (전단파괴형식에 따라 

VR 또는 Vs)의 약 0.2배가 하한값이 되는 경우를 보이고, 그 속도영역을 

velocity gap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LEFM이론에 의한 단층의 파열속도는 

전단파괴 속도의 금지영역 (forbidden zone, VR~1.4Vs)와 kV <약 0.2 이외

의 범위로 제한된다. 

한편, 의 영향은 kf ≃10 주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이때 kV의 변화

폭은 =1/3을 기준으로 ±0.1 미만이어서 kV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Fig. 5. Relationships between  and 


 for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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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fmax/fc의 Vr 의존성과 Kolmogorov의 가설[17]

Kolmogorov의 가설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난류

의 국소등방성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유사성에 관한 것이다. 국소등방

성 가설은 3차원 입자 운동의 관성력이 점성효과에 의한 전단력보다 월등

히 큰 경우 코너 진동수 fc에 대한 파장 λc 보다 매우 짧은 파장의 운동에 대한 

통계적 특성은 등방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단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를 난류 이론에서는 무차원수인 Reynolds number (Re)로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평균속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운동 입자의 관성력이 전단력보

다 월등히 큰 경우는 운동 입자의 평균속도가 큰 경우를 의미한다. 이 가설

은 파장의 에너지 전달도 나타내는데, 3차원 난류의 경우 긴 파장의 에너지

는 짧은 파장의 에너지로 전달되며, dissipation scale의 파장 λd 이하의 파

장으로 전달된 에너지는 주로 점성효과에 의해 소비된다. 그리고, λc~λd의 

파장 영역에서는 일정한 에너지 전달률을 갖고, 에너지 전달률은 전달과정

에서 점성효과로 사라지는 에너지의 감쇄율 (dissipation rate)와 거의 같다

고 본다. 이것이 유사성에 관한 가설인데, ω2 모델의 스펙트럼이 ω>ωc에서 

ω
-2에 비례하는 것이 이 가설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에너지 

전달이 에너지가 집중된 긴 파장의 운동에서 짧은 파장의 운동으로 전달되

는 cascade-down이 아니라, 단층 파열 핵 형성에서 시작되어 파열 면의 크

기를 대표하는 스케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cascade-up이라는 점이 다른

데, 난류의 경우 역시 단층의 파열과 같이 2차원 특성이 강한 경우에는 

cascade-up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된다[50].

한편 Kolmogorov의 가설에 의하면 λd/λc는 Reynolds number에 의해 

결정되고, λd/λc∝Re-3/4 의 관계를 갖는데, 같은 열 환경에서는 동 점성계수

가 같으므로 길이 차원에 관한 기준이 같다면 평균속도 U와 파장과 진동수

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fd/fc∝Re3/4
∝U 3/4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 관계를 

Fig. 5에 보인 식 (51) 또는 식 (52)와 비교하면 kf 역시 kV에 대한 단조증가

함수이고,  fmax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issipation scale λd (=Xc)에 대한 

진동수이므로, 식 (51)의 관계는 Kolmogorov의 가설이 의미하는 것과 같

은 속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λd<λ<λc에서 스펙트럼의 감쇄 기울기는 

같고, 그 특성은 에너지 감쇄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영역의 크기는 단층

의 파열속도에 비례하여 넓어진다.

Ohnaka[13,15]가 지적한 국소유사성은 Fig. 6에 ω2 모델을 이용하여 

나타낸 것처럼 지진동의 (에너지) 스펙트럼의 유사성이 제한된 진동수 영

역에서만 성립한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같은 내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Ohnaka는 국소유사성의 근거로 실내실험에서 얻은 파열 면의 거칠

기 (rupture surface roughness)에 대한 스펙트럼 특성을 이용하였는데, 

Fineberg and Marder[16]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전단파괴실험 및 stick- 

slip 실험 결과로부터 파열 면의 거칠기는 Vr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하

였다. 따라서 Ohnaka의 국소유사성에 관한 주장은 Kolmogorov의 가설과 

같은 특성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 둘 것은 Fig. 6의 변위에 대한 푸리에 진폭 스펙

트럼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관측기록의 유효 최대진동수가 10fc 이하의 경

우 (즉, 진폭의 dynamic range가 20 dB/decade 이하의 경우) 변위진폭 스

펙트럼에서 kf의 영향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 서부 

San Andreas 단층대의 지하 2.5 km borehole에서 얻은 기록을 이용한 

Abercrombie[34]의 변위진폭 스펙트럼 해석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해석 

결과로 자주 인용되는데, 기록의 해석에 있어서 진동수 범위를 5fc 이상으

로 설정했지만  fc가 수 Hz~100 Hz인 점을 고려한다면 기록 해석에서 사용

한 약 140㎐까지의 진동수 범위에서  fmax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은 단지 kV

가 큰 것을 의미할 뿐  fmax가 진원과 무관하다거나 가속도 진폭 스펙트럼에

서  fmax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스펙트럼의 고진

동수 영역에서의 감쇄 기울기의 변화도 파열속도를 포함한 단층 파열과정 

(rupture process)의 특성, 진동수 대역폭, 파동의 방사각 및 그리고 역 해석

의 적절성 등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무엇보다 우선 충분한 유효 진동수 대

역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제한된 진동수 대역폭이 진원변수의 추정에 영

향을 미치므로 결과가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kinematic inversion이나 dynamic inversion에 의해 단층 파열 면의 응력

분포와 미끄럼 변위의 분포를 추정할 경우 제한된 진동수 대역폭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제한된 진동수 대역폭은 

전 진동수 대역의 해석 결과에 low-pass 필터를 적용하는 것과 같고, 유한

차분법을 이용한 역 해석에서는 차분 격자의 크기를 크게 설정하는 것과 같

으므로 결과가 공간 평균화되고, 진동수 대역폭의 크기에 따라 평균 이외의 

물리량을 과소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4 일정한 Vr 과 fmax의 스케일 의존성의 문제점

Abercrombie and Rice[11]가 주장한 바와 같이 Vr이 지진의 크기와 상

Fig. 6. Normalized Fourier amplitude spectra of acceleration and 

displacement including high-cut (fmax) filters for various kf 

with γ=1 (high-cut filter model, Satoh et al.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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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없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적절한 것이라면 kf (=fmax/fc)가 지진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진동의 스펙트럼 특성에 대해 자기 

유사성이 성립하게 된다. 또한, 동적 유사성이 성립하므로 스펙트럼 특성은 

코너 진동수에 대한 무차원수를 이용하여 단일 스펙트럼 모델로 나타낼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너 진동수 fc가 지진 모멘트 Mo와의 사

이에 식 (16)의 ε =0의 관계를 갖는다면 kf가 일정하기 위해서  fmax∝Mo
-1/3

의 관계를 만족하여야 한다. 이는  fmax의 스케일 의존성을 의미한다. 이때, 

식 (19)의 균열 선단 영역에서의 구성관계식에서 단층의 재료 역학적 조

건이 같다면, 일정한 Vr을 가정할 경우 가 일정하므로, Dc/Xc도 일

정해야 한다. 그런데,  fmax=Vr/Xc이므로 Xc∝Mo
1/3, Dc∝Mo

1/3의 관계를 

갖게 되고, 식 (29)와 식 (32) 및 식 (37)에 의해 Dc/Ds, Xc/rs는 모두 일정

하게 된다. 또한, 단위면적당 파괴 에너지로 정의되는 에너지 방출률 

(energy release rate) Gc (=EG/As)에 대해서는 Gc∝Dc가 성립해야 하지

만, Ohnaka[15]가 보인 실내실험과 지진관측기록의 해석 결과와의 관계, 

그리고 Abercrombie and Rice[11] 및 Lancieri et al.[51]이 지진관측기록

을 이용해 추정한 관계는 Gc∝(Dc or Ds)
1.28~1.75이어서 Vr이 일정하다고 가

정한 경우로는 이런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 또한, Kanamori and Rivera 

[29]가 정의한 동적 변수 도 Vr이 일정하다면 식 (43)에 의해 지진의 크기

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되지만,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진관측기록의 

해석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Vr이 일정하다는 가정과 이에 따른 

fmax의 스케일 의존성도 합리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 장에서는 관측기록을 이용한  fmax의 추정에 관한 과거의 연구 결과

를 이용하여  fmax의 스케일 독립성을 검토하고, 식 (51)~(52)를 이용해 단

층의 파괴면적을 추정하여 그 결과를 EBM을 전제로 한 기존의 이론 식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4. Vr의 스케일 의존성과 단층 면적의 추정

Kinoshita[52]는 일본 동부 연안의 borehole 관측기록의 상세한 해석을 

통해  fmax가 진원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진원 고유의 변수라는 것을 보였

다. Kinoshita의 연구에 의하면 필리핀 판, 태평양 판 그리고 유라시아 판이 

충돌하는 지역의 경우  fmax가 10 Hz 이하이고, 유라시아 판과 태평양 판의 

경계부에서는 20 Hz 이상이 됨을 지적하였다. 그 후  Satoh[28]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가 198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일본에서 발생한 중요한 지진 

event의 borehole 관측기록을 이용한 스펙트럼 역 해석을 통해  fmax를 추

정한 결과, fmax는 진원지역 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진의 크기에 크게 의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53-61]. Fig. 7에 이들 결과 중 진원 깊이 25 km 

이하의 130여 개 지진에 대한  fmax와 Mo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Ide에 의한 Hida 산맥에서의 결과[61]는 관측 지진파의 역 해석 (wave 

form inversion)으로 추정한 Vr과  fc를 이용해 =1/3을 가정한 식 (52)에

서 얻은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fmax는 2000년 Tottori-ken에서 발

생한 지진[54]과 Hida 산맥에서 발생한 빈발성 지진 (swarm)[61] 및 내륙

에서 발생한 진원 깊이 10 km 이하의 일부 지진을 제외하면 대체로 5 

Hz~30 Hz에 분포하고 있고, 판 경계부 또는 해양에서 발생한 지진이 내륙

이나 판 경계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경우와 비교해 낮은 값을 

보이지만 지진의 크기에 대한 의존성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향은 

진원 깊이 30 km 이상의 지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53, 62]. 한편 Wen 

and Chen[63]은 2008년 발생한 Wenchuan 지진 (Mw7.9)의 진원으로부

터 18.5~215.3 km 떨어진 관측점 기록의 해석으로부터  fmax=4.5~11.5 Hz

의 결과를 얻었고, 이 결과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발생한 중대

형지진 (MW 6~7.5)의 경우와 거의 같다. 그리고  fmax의 변동성은 지진의 규

모가 작을수록 큰 데, 이것은 지진의 크기가 작을수록  fmax를 추정하는데 충

분한 계측기록의 신호대 잡음 비 (Signal-to-Noise Ratio) 및 dynamic 

range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Ellsworth and Beroza[64]는 MW 2.6~8.1의 30개 지진에 대한 근

거리 관측기록의 속도 파형 분석을 통해 균열 선단 영역의 크기 Xc가 지진의 

규모에 의존함을 보였는데,  fmax가 지진의 크기에 의존하지 않고 일정하다

면  fmax=Vr/Xc에 의해 Vr 역시 Xc와 같은 스케일 의존성을 가져야 한다. 

Fig. 8에 나타낸 코너 진동수 fc의 경우, 일본열도의 내륙에서 발생한 지

진은 평균적으로 fc∝Mo
-1/3의 관계를 갖고, 판의 경계 근처에서 발생하는 중

대형지진의 경우 fc∝Mo
-0.26의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식 (15)의 ε =0.85에 

Fig. 7. max  from the various earthquakes occurred in Japan  (Ref. 

28, 51~62) and China (Ref. 63)

Fig. 8.  corresponding to max  shown in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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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고, San Andreas 단층대에서 발생한 소형지진에 대한 Abercrombie

의 해석 결과[34]와 거의 같다. 

fmax/fc는 Fig. 9에 나타낸 것처럼 Mo에 대해 비교적 확실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다시 말해 지진의 크기가 커질수록  fmax/fc가 증가하여 Mo>1015 

Nm의 경우 약 10~100의 값을 갖는 한편 Mo<1015 Nm의 경우 1~10이 되

는데,  fmax/fc~1의 경우는 단층의 파열이 고속 동적 파괴가 아닌 준 정적 거동 

(quasi- static behavior)에 의한 저속 파괴의 양상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Fig. 10에  fmax/fc를 이용하여 식 (52)를 이용해 추정한 kV와 Mo와의 관계

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kV와 Mo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

고, Mo>1016 Nm (MW>약 4.5)의 경우 kV=0.45~0.85, Mo>1017 Nm (MW>

약 5.3)의 경우 kV=0.65~0.85의 값을 보여 지진의 규모가 커질수록  fmax/fc

와 더불어 kV, 즉 Vr도 증가한다. Mo>1017 Nm에 대한 kV의 평균은 Geller 

[65]가 제시한 평균 0.72와 매우 유사하고, kV의 범위는 이미 알려진 중대형

지진의 Vr에 대한 값과 거의 같다. 중소형지진의 경우 계측 지진파의 역 해

석을 통해 Vr을 추정한 예가 많지 않은데 그 중, Ide에 의한 Hida 산맥에서

의 빈발성 지진에 대한 해석 예[61]는 비록 결과의 변동성이 크지만, 평균적

으로는 유사한 규모의 다른 지진에 대해 식 (52)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와 비

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식 (52)의 유효성을 보여준다고 판

단된다. 그리고 Fig. 8에서 ε =0.85를 나타낸 지진의 경우 Mo-kV 관계에서 

내륙지진의 경우와 비교해 작은 기울기를 보여, ε과 kV의 스케일 의존성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추가 검토가 필

요하다.

Baltay et al.[66]은 같은 규모 (MW 4.7~5.3)의 지진이라도 진동수 대역

별 에너지 강도가 전혀 다른 지진동이 발생함을 지적하고, 고진동수 영역의 

에너지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지진인 energetic 지진과 상대적으로 약한 

enervated 지진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단층 파열속도의 차이에 그 원인

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Figs. 9~10에 보인 것처럼 중규모 지진의 

경우 kV가 0.4~0.8의 범위에 분포하여 단층 파열속도가 거의 2배 차이가 날 

수 있고, 이로 인해  fmax/fc는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단층 

파열속도의 차이에 따른 진동수 대역폭의 변화가 Fig. 8에서 알 수 있는 fc의 

변동성과 맞물려 Fig. 6에 보인 것보다 진동수 대역별 에너지 강도의 차이

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Vr (=kVVs)과 코너 진동수  fc를 알면 원형 단층의 반경 rr은 식 (8)

을 이용해 얻을 수 있다. 단, kT는 ω2 모델의 2면 스펙트랄 밀도함수에 대한 

식 (6)의 분모를 적분 구간 (0, fmax)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 이유는 변위의 푸

리에 진폭 스펙트럼이  fmax 이상의 진동수 영역에서 점성효과로 소비되는 

에너지를 고려해 ω-3에 비례해 감쇄한다고 하더라도 변위진폭의 2면 스펙

트랄 밀도함수는  fmax 이상의 진동수 영역에서 ω-6에 비례하여 감쇄하므로 

적분 구간의 제약이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적분공식

을 이용한 kT의 이론적 평가식은 식 (53)과 같고, kf ≥3에 대해서는 식 (8)과 

관련하여 가정한 2/π와 거의 같다. 그러므로 식 (9)의 무차원수  k의 스케일 

의존성은 kV에 의해 결정되고, k≃2kV/π의 관계가 성립한다. Brune의 무

차원수 0.372는 Fig. 10에 나타낸 kV에 대한 k (약 0.15~0.54)의 중간값

에 해당하여, Brune이 그의 논문[7]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평균적인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tan 




 



 

(53)

k (또는 kV)의 타당성은 일차적으로 식 (8)과 식 (53)을 이용한 단층 파열

면적의 추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원형 단층 면적의 추정 결과와 모멘

트 규모 MW와의 관계를 Fig. 11에 나타낸다. 단, Vs는 각 문헌에서 제시된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림에서 3개의 파선은 Kanamori and Anderson 

[8]이 식 (1)과 식 (12)를 이용해 제시한 다음 식에 =0.1, 3.0, 50 MPa

를 가정한 것이며, Mo와 MW의 관계는 식 (2)를 이용하였다.

log


 


log log

 



 (54)

그리고, =3 MPa을 가정한 경우는 Wells and Coppersmith[67]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가 제시한 경험 식[68]과 거의 같고, log≃

로 

쓸 수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식 (8)과 식 (53)을 이용하여 추정한 원형 단층의 

면적은 진원 깊이 10 km 이하의 내륙 발생 지진의 경우 다른 결과들과 비교

Fig. 9. Scale-dependence of max

Fig. 10. Scale-dependence of rupture velocity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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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약간 큰 값을 갖는데, 이는 진원 깊이에 따른 법선 응력의 차이에 의해 파

열 면에서의 동적 전단 마찰 (dynamic shear friction)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라 생각되고, 전체적으로는 Kanamori and Anderson이 제시한 관

계식과 잘 대응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일본에서 발생한 8개의 대형지

진의 경우[60] 경험론적 그린 함수 (Empirical Green’s Function, EGF)를 

이용한 kinematic inversion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추정 결과는 Abercrombie and Rice[11]가 보인 미국 서부에서 발생한 지

진의 경우와 정합한다. 한편, 그림에 나타낸 데이터는 식 (54)의 ≃0.1~ 

50 MPa의 범위에 분포하는데, 이는 Oth et al.[30]의 일본열도에서 발생한 

MJMA (일본 기상청 규모) 2.7~8.0 규모의 지진에 대한 
의 추정 결과 

0.1~100 MPa과 유사하다. 이러한 비교 결과는 본 논문에서 Vr에 관한 불

합리한 가정을 배제하고 기존의 LEFM 이론과 specific barrier 모델의 

fmax를 이용해 확장한 SWM의 타당성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Ohnaka and Yamashita[10]에 의해 도출된 균열 선단 

영역에서의 스케일링 모델을 선형탄성 파괴역학 이론에서 얻은 전단파괴 형

식에 따른 단층의 파열속도와 지진파의 방사 효율과의 관계, Papageorgiou 

and Aki[14]가 specific barrier 모델에서 정의한 진원변수  fmax, 그리고 푸

리에 진폭 스펙트럼의 코너 진동수  fc를 이용하여 원형 단층 전체에 대한 것

으로 확장하였다. 확장과정에서  fmax/fc가 단층 파열속도에 대한 단조증가함

수임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관계는 국소등방성 난류에 관한 Kolmogorov

의 유사성에 관한 가설[17]이 나타내는 스펙트럼의 특징과 같음을 지적하

였다. 이런 특징은 Aki가 제안한 스펙트럼의 자기 유사성[4]이 성립하지 않

고 Ohnaka[13]가 주장한 국소유사성이 성립함을 의미하며, 지금까지 일반

적으로 가정한 일정한 단층의 파열속도 역시 불합리한 것임을 의미한다. 또

한, 이런 특징은 Tsurugi et al.의 최근 논문[6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험

론적 그린 함수를 이용한 진원변수의 추정에서 EGF를 추정하기 위해 작은 

규모의 지진에서 얻은 스펙트럼 특성을 이용할 경우 추정대상 규모의 지진

은 지반운동의 속도 및 가속도와 관계가 깊은 높은 진동수 대역의 범위를 별

도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fmax/fc와 단층의 파열속

도와의 관계에서 기존에 알려진 파열속도의 금지영역 이외에  fmax/fc≤1에 

해당하는 약 0.2Vs 이하의 영역도 파열속도의 금지영역이 될 수 있음을 보

였다. 

fmax의 스케일 독립성을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까지 여러 연구자

가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기록의 역 해석을 통해 추정한  fmax중 진원 깊이 25 

km 이하의 경우에 대한 약 130여 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fmax는 지진의 크기와는 관계없고, 진원의 위치에 따라 크게 변동하였

는데,  fmax의 스케일 독립성은 파열속도의 스케일 독립성을 나타내는 기존 

가정과 배치된다. fmax의 변동성은 중대형지진보다는 중소형지진의 경우에 

크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변동성의 차이는 중소형지진의 경우 정확한 추

정에 요구되는 신호대 잡음 비와 계측한 지진파의 dynamic range가 부족

한 것이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된다. 

단층 파열면적의 추정에 있어서 Mai and Beroza[20]가 이용한 von 

Kárman의 상관 거리는 LEFM을 이용한 단층 파열의 이론해석에서 일반

적으로 가정하는 것처럼, 파열 중의 균열 확장속도가 일정한 또는 변화가 작

은 준 정상 상태 (quasi-stationary)일 경우 난류의 frozen field에 관한 가

설[17]처럼 단층의 파열속도와 적분 시간 스케일의 곱과 등가임을 고려하

여,  fmax의 스케일 독립성 검토에 이용한 지진의 단층 파열면적을 추정하였

다. 그 결과, 규모 MW 3.0~7.5의 지진에 대해, 추정 결과는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Kanamori and Anderson[8]의 이론 식과 대표적인 기존의 경험 식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추정 결과 중 2000년 이후 일본에서 발생한 

8개의 중대형지진의 경우 kinematic inversion에 의한 추정 결과[60]와 매

우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BM을 전제로 한 이론적 관계가 추정 결

과와 잘 대응하더라도, 그것이 단층 파열속도의 스케일 독립성에 관한 근거

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단층의 파열속도 추정방법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층의 특징을 나타내는 진원변수는 다양하

고, 변수 간의 관계, 특히 스케일링 관계는 진원의 특성을 압축적으로 나타

내므로 지진학은 물론이고 내진 공학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단층의 파열속도와 파열면적의 추정에 주안점을 두고, 응력의 변화

나 파괴 에너지의 스케일링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는

데, 이들 관계는 진원에서의 최대속도와 최대가속도처럼 내진 공학상 중요

한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이며, 이에 대

한 상세한 검토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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