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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의 파괴 과정이 지진해일의 전파에 끼치는 영향:
1993년 홋카이도 지진 사례
The Effect of Surface Ruptures on the Propagation of Tsunamis:
An Analysis of 1993 Hokkaido Earthquake
정태화* · 손상영**
Jung, Tae-Hwa*, and Son, Sangyoung**
Abstract
An earthquake occurs when the energy condensed at certain points in the Earth's crust exceeds a certain threshold. Changes in
depth of the seabed (induced by subsurface deformation) can cause irregular undulations and tsunamis. Surface ruptures usually
start at one point and propagate in diverse directions (typically one or two). In this study, we used numerical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urface ruptures on the generation and propagation of tsunamis. The 1993 Hokkaido earthquake was chosen for the
test, and three subfaults were adopted to account for the history and process of the rupture. The results revealed the clear effects
of surface rupture near the epicenter, showing either an increase or decrease in run-up heights (depending on spatial locations).
Although the effects on run-up heights along the coast of the East Sea were unclear, the maximum effect (observed at specific
points) generated twice the normal run-up heights.
Key words : Time-delay, Fault Rupture, Tsunamis, Numerical Model, 1993 Hokkaido Earthquake

요

지

지각 내부의 특정 지점에 에너지가 응축되다가 임계값을 지나면 단층이 파괴되면서 지진이 발생한다. 지진에 의한 내부
지형의 변화는 해저 수심에 변화를 주고, 해저 수심의 변화는 자유 수면을 상승시켜 지진해일을 야기한다. 단층 파괴 현상은
특정 지점(진원)에서 시작하여 한쪽 방향 또는 양쪽 방향으로 시간차를 가지며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층 파괴
과정이 지진해일의 생성 및 전파에 끼치는 영향을 수치 모의를 통하여 검토해보았다. 1993년 홋카이도 지진 사례에 대하여
3개의 소단층을 이용하여 시간 이력에 의한 단층파괴 현상을 고려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진앙 근처에서는 시간차에 의한
단층파괴를 고려한 경우에 최대 처오름 높이의 증가 및 감소가 공간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으나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희미해져서
동해안 근처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특정 지점에서는 시간차를 고려한 경우 기존에 비해 2배 이상의 최대 처오름
증가가 발생하였다.
핵심용어 : 시간 이력, 단층 파괴, 지진해일, 수치 모형, 1993년 홋카이도 지진

1. 서 론
최근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하고,
캘리포니아에서 6.4, 로스앤젤레스 부근에서 7.1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환태평양 불의고리지역(Ring of Fire)에서 지진
활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환태평양 조산대는 다수의
해양판과 대륙판이 접하고 있어 이들 사이의 충돌로 인하여
지진 및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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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불의 고리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판의 내부에서
단층 파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진발생빈도가 증가하
고 있다. 최근 2년(2017-2018)동안 규모 3이상의 지진이
24차례 발생하였으며 2019년에도 5차례 발생하였다(기상
청). 이렇듯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진해일 연구
가 수행되었다(Lee et al., 2016; Son et al., 2018).
해저 지형 아래에서 단층파괴(또는 파열)가 발생할 경우,
해저 지형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변화는 지진해일을
야기시켜 해안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단층 파괴는
지각 내부의 특정 지점에서 응축되는 에너지가 한계값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파괴 현상은 국지적으로 발생하
여 시간차를 가지며 한 방향 또는 양 방향으로 전파되면서
진행한다. Table 1은 최근에 발생한 지진에서 단층들의 파괴
속도를 정리한 것이다(Ren et al., 2019).
Table 1. Rupture Time and Velocity for Recent Submarine
Earthquakes
Case

Mw

Rupture
Time
(sec.)

Rupture
Velocity
(km/s)

2004 Indian Ocean

9.1

1273

0.8-1.0

2010 Chile

8.8

120

2.0-2.5

2011 Tohoku, Japan

9.1

200

1.5

2014 Iquique, Chile

8.2

90

1.5

2015 Illapel, Chile

8.4

125

1.75

이러한 단층 파괴의 운동학적특성은 해저 지형의 변형을
거쳐 지진해일의 초기 파형에 변화를 주며 최종적으로
지진해일의 전파 속도 및 연안에서의 처오름 높이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층 파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Bizzarri (2012)는 다양한 법칙을 이용하여
단층 파괴 속도의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Ammon et al.
(2005), Ishii et al. (2005), Fujii and Satake (2007) 및 Rhie
et al. (2007) 등은 2004년 Sumatra-Andaman 지진의 단층
파괴 과정에 대해, Maercklin et al. (2012) 및 Satake et
al. (2013) 등은 2011년 Tohoku-oki 지진의 단층 파괴 과정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시간차에 따른 단층 파괴
현상이 지진 해일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하게 검토되었다.
Grilli et al. (2007)은 FUNWAVE를 이용하여 단층의 파괴
속도를 감안한 2004 Indian Ocean 지진에 대하여 수치모의
를 수행하였으며, Imai et al. (2010)은 1707년 Hoei지진
사례를 이용하여 시간차에 따른 단층의 파괴가 일본 해안선
에서의 처오름 높이를 계산하였다. Le Gal et al. (2017)은
해석적인 접근을 통해 단층의 파괴 속도가 지진해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Le Gal et al. (2018)은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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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borne 및 2011 Tohoku-Oki 지진해일에 대하여 단층의
시간차를 고려한 수치 모의를 실행하여 시간차에 의한 단층
파괴가 지진해일의 전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Ren
et al. (2019)는 가상의 지형조건에 시간차에 의한 발생하는
지진해일을 수치모의하여 단층의 운동학적 파괴 양상이
지진해일의 전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차에 의한 단층의 파괴
양상이 지진해일의 전파에 미치는 영향이 해외 지진해일
사례에 대하여 다양하게 검토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에 대해 검토된 바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생하는 시간차에 의한 단층 파괴 현상이 지진해
일의 전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보았다.
한편, 단층 파괴 과정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단층 파괴
속도에 관해 보고된 바는 없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단층 파괴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수치모의를 수행하고자
한다. 1707년에 발생한 Hoei 지진에 대해 Imai et al. (2010)은
선형 장파 모델을 이용하여 4개의 소단층에 대해 지진해일
수치 모의를 수행한 후에 선형 중첩을 통해 시간 이력 단층
파괴가 지진해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mai et al. (2010)의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1993년 홋카이도 지진에 대하여 시간차에 의한 단층 파괴
활동을 고려하여 지진해일 수치 모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수치모의
2.1 수치모형
지진해일 수치 모의를 위하여 COrnell Multi-grid COupled
Tsunami model (COMCOT)을 활용하였다. COMCOT은 미
국의 코넬대학교에서 개발한 천수방정식 기반의 지진해일
수치모델로서 지진해일 해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원해에
서는 파고가 수심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주로 선형 모델이
사용되며 대상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코리올리
(Coriolis)효과가 포함되어 있다. 코리올리 효과란 위도에
따라 지구 자전의 속도가 달라서 발생하는 힘으로 다음과
같이 코리올리 계수  를 이용하여 고려할 수 있다.
  sin

(1)

여기서  와 는 각각 지구의 자전 속도와 위도를 의미
한다.
지진해일이 근해로 접근하면서 파장은 짧아지고 파고는
증가하기 때문에 비선형 천수방정식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
러, 대상 영역이 협소해짐에 따라 코리올리 효과는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바닥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마찰력은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요약하여 식으로 나타내면 선형 및
비선형 천수방정식은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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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자유 수면을 의미하며,    와   
는 각각  및  방향 유량을 의미한다.
비선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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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전 수심    을 의미하며,  와  는
각각 방향 및 방향 바닥 마찰력을 의미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8)

(9)

여기서, 은 Manning의 조도계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변수에 대한 설명 및 수치해를 구하는 자세한
과정은 메뉴얼(COMCOT V1.7)을 참조하면 알 수 있다.

2.2 격자구성
계산 영역은 일본 서쪽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을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넓게 설정하였으며, 해안선에서의 처오름
높이를 정도 높게 계산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총 4단계
격자망을 구성하였다.
Layer 1의 좌측 하단 및 우측 상단 지점 위치는 각각
(경도 117.0°, 위도 30.0°) 및 (경도 142.9776°, 위도 49.9872°)
이며, 격자의 크기는 0.0288°이다. Layer 2,3 및 4의 격자
크기는 상위 격자의 1/4로 감소하며 격자망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수심 자료는 GEBCO (http://www.gebco.net)에서 제
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세부 격자망의 자세한 정보는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2.3 지진해일 초기파형
1993년에 발생한 일본 홋카이도 지진을 대상사례로 하여
시간차에 의한 단층 파괴 현상이 지진해일의 전파 및 우리나
라 동해안 연안의 처오름 높이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홋카이도 지진은 1993년 7월 12일 홋카이도 서쪽 오쿠시리
해령 바로 아래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으로, 울릉도에
0.89~1.19 m 및 동해에 2.13~2.76 m의 처오름을 형성하며

Fig. 1. Schematic Diagram of Multi-Layered Grid System (left: layer 1 and 2; right: layer 3 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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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rid Information (Longitudes and latitudes are in degree.)
Layer No.

X_min

X_max

Y_min

Y_max

dx=dy

Layer1

117.00000

142.97760

30.00000

49.98720

0.0288

Layer2

127.33000

131.30440

35.00000

39.50000

0.0072

Layer3_1

129.00000

130.82880

35.35000

37.29940

0.0018

Layer3_2

127.80000

129.82860

37.25000

39.01940

0.0018

Layer4_1

129.35000

129.65960

35.53500

36.40485

0.00045

Layer4_2

129.30000

129.60960

36.41500

37.28485

0.00045

Layer4_3

128.82000

129.34965

37.29500

37.87460

0.00045

Layer4_4

128.40000

128.91975

37.88500

38.46460

0.00045

Table 3. Fault Parameters for 1993 Hokkaido Earthquake
Fault No.

N(°)

E(°)

H(km)

Θ(°)

δ(°)

λ(°)

L(km)

W(km)

U(cm)

1

42.10

139.30

5

163

60

105

24.5

25

1200

2

42.34

139.25

5

175

60

105

30

25

250

3

43.13

139.40

10

188

35

80

90

25

571

우리나라 동해안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다(기상청). 위성
자료 또는 파고계 자료 등을 이용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지진과 관련된 단층매개변수 값들을 제시하였다. 1개의 단
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차에 의한 단층 파괴 현상을
고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Choi et al. (2003)
이 제시한 단층 정보를 사용하여 지진해일을 재현하였다.
Choi et al. (2003)은 1993년 홋카이도 지진을 재현하기 위하
여 Table 3과 같이 총 3개의 소단층을 사용하였다. 단층
매개변수를 통해 지진해일의 초기 파형은 Okada 모형을
사용하였다(Okada, 1985).

3. 수치해석
1993년 홋카이도 지진의 경우, 단층 파괴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단층 파괴
시나리오에 대하여 동해안에서의 처오름 높이를 계산하였
다. 단층의 파괴는 단층1에서 3의 순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
였으며 단층 간의 시간차는 1분 간격으로 0분에서 60분까지
변화를 주면서 총 3,721 경우에 대해 처오름 높이를 계산하였
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수치모의를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에는 경우의 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개의
단층 단독으로 초기파형을 만들어 수면변위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구한 뒤에 시간차를 두면서 선형중첩하여 처오름
높이를 계산하였다(Fig. 2).
Fig. 3은 각각의 단층 파괴 활동에 의해 발생한 지진해일에
의한 동해안의 처오름 높이를 계산한 그림이다. 단층 1이
가장 큰 값을 보이며 단층 2와 3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위도가 증가할수록 처오름 높이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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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도달 시간은 감소하였다. Fig. 4는 각 단층에 의해
발생한 지진해일이 동해안에 도착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단층의 시간차를 고려한 경우에 대하여 해안선의 각 지점
에서 최대 처오름 높이를 계산한 후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기하평균값을 구하였다.

 


 

max



(10)

여기서,  m ax  는 번째 해안지점에서의 최대 처오름
높이를 의미하며,  은 처오름 높이를 계산한 해안선의 측정
지점의 총 개수를 의미한다. Fig. 5는 시간차를 고려한 총
3,721 경우에 대하여 기하평균값을 계산한 결과이다. y축은
단층 1과 단층 2사이의 시간차를 의미하며, x축은 단층 2와
단층 3사이의 시간차를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단층 사이의
시간차가 클수록 기하평균값은 감소하였다. 최대 기하평균
값은 단층 1과 2는 동시에 파괴가 발생하고, 4분 후에 단층
3이 파괴하는 경우에 발생하였으며 1.0310의 값을 가졌다.
Fig. 6은 Fig. 5의 3,721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큰 기하평
균값을 보여주는 경우에 대하여 비선형 천수방정식을 이
용하여 수치모델링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도시한 결과이
다. 단층의 시간차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위하
여 시간차를 고려한 경우의 최대 파고값에서 시간차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최대 파고값을 제하였다. 진원 근처
에서는 영역에 따라 시간차를 고려한 경우의 파고 증대
및 감소가 두드러지게 발생하였으나, 진원에서 멀어질수
록 파고 증대 효과가 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 값이
아주 크지는 않았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Multi-layered Grid System (left: layer 1 & 2; right: layer 3&4)

Fig. 3. Maximum Run-up Height of Each Fault Along Coastline

Fig. 4. Arrival Time of Each Fault Along Coas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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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eometric Average of Maximum Wave Run-up Heights
Alongthe Coastline

Fig. 6. Difference of Maximum Wave Height Between with Delay
and Without Delay Cases

Fig. 7은 해안선을 따라 처오름 높이값을 계산한 결과이다.
시간차에 의한 단층 파괴 효과를 보기 위하여 y축의 값은
시간차를 고려한 경우의 최대 처오름 높이를 시간차를 고려
하지 않은 경우의 최대처오름 높이로 무차원화하였다. 고
위도로 갈수록 최대 처오름파의 증가가 나타나긴 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시간차를 고려한 경우 일부 지역에서
는 시간차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는 지역도 발생하였다.

높이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소단층에 의해 계산된 시계
열 자료를 시간차를 두면서 선형중첩하여 해안선을 따라
최대 처오름 높이를 계산한 후에 기하평균을 구하여 대표값
을 설정하였다. 소단층 사이의 시간차가 작을수록 기하평균
값은 증가하였으며 단층 1과 2는 동시에 파괴되고 4분 후에
단층 3의 파괴가 발생할 때 최대 기하평균값이 발생하였다.
최대 기하평균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비선형 장파모형
을 이용하여 지진해일의 전파특성을 분석하였다. 시간차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보면, 진원 근처에서는 지역적
으로 시간차를 고려한 경우의 최대파고가 증가하거나 감소
하는 영역이 명확하게 나타났으나 진원에서 멀어지는 경우
에는 최대파고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멀어질수록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해안선에서 최대 처오름 높이를 비교해
보면, 위도에 따른 특징은 보이지 않고 처오름높이의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차
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1993년 홋카이도 지진의 한 사례를 대상으로
단층의 시간차 파괴가지진해일의 전파 및 연안에서의 처오
름 높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비록 단층 파괴와
관련하여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모의하였으나 지역
에 따라 단층의 파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처오름
파고의 증가가 명확하게 발생하였다. 파의 특성을 보면 연안
에서는 천수 현상 등에 의해 파고가 증가하여 비선형적인
거동을 보인다. 따라서 처오름에 관한 정교한 해석을 위해
비선형 천수방정식을 이용한 모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단층
파괴의 동적 거동과 관련하여도 실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에 대하여 정밀하게 모의할 필요가 있다.

Fig. 7. Normalized Maximum Run-up Height Along Coastline

4. 결 론
시간차에 의한 단층파괴 현상이 지진해일의 전파에 미치
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1993년에 발생한 동해(홋카이도)
지진을 3개의 소단층을 통해 재현하였으며, Okada 모형을
통하여 지진해일의 초기파형을 생성하였다. 각각의 소단층
에 대해 선형 장파 모델을 이용하여 파형에 관한 시계열
자료를 계산하였다. 위도가 증가할수록 진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지진해일의 도달시간은 감소하였으며 최대 처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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