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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에너지 ․ 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로 

지하 개발과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활용 목적과 개발 

형태에 적정한 효율성, 생산성, 안전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

러한 공학적 평가와 관련하여 파악해야 하는 지하암반의 

특성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균열,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 

구조이다. 기존 불연속면의 존재에 더하여 새로운 균열의 

생성 메카니즘과 함께 이들 상호간의 연계 거동을 파악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인데, 불균질 지하암

반의 수리역학적 복잡계(complex system)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더욱 그러하다.

암반 균열의 생성과 제어에 관련한 공학적 기술의 하나

가 수압파쇄이다. 수압파쇄기술의 개념은 1940년대 중반 

미국의 Stanoline 석유가스회사에서 처음 고안되어 1947

년 미국 Kansas주의 가스전에서 첫 현장 시험에 적용된 이

후 1950년대에 석유 ․ 가스전의 회수율 증대를 위한 기술로

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었다(Montgomery and Smith, 

2010; King, 2016; Veatch et al., 2017). 최근에는 세일가스 

개발에서 수평시추기술과 수압파쇄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석유 ․ 가스를 대체하는 세일가스 혁명을 가져왔다. 세일가

스 혁명의 핵심은 기술혁신을 통한 비용 저감과 함께 생산

성과 효율성의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다단계 수압파쇄를 

통한 복합 균열 네트워크 생성과 제어 기술에 의해 가능해

진 것이다.

또한 수압파쇄기술은 1950년대에 Hubbert와 Willis에 

의해 초기응력 측정이론으로 정립된 이래 세계적으로 현지

암반 초기응력 측정기법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어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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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측정된 초기응력 분포는 

World Stress Map으로 작성되어 삼차원 응력 관계와 연계

된 단층의 발생 패턴과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Heidbach et 

al., 2016), 전 세계적인 초기응력 범위 및 대륙별 초기응력 

분포도 비교되고 있다(Haghi et al., 2018). 국내에서 현재

까지 주된 수압파쇄기술의 응용은 터널과 지하공간 등의 

안전설계를 위한 초기지압 측정 분야이다. 초기지압 측정

으로서의 수압파쇄기술에 대한 국내 자체 연구는 1980년

대 후반부터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Synn, 1990), 1992년

에 수압파쇄 현장시험장비를 처음 도입하여 1993년에 국

내 자체 기술력으로는 처음으로 수압파쇄기술에 의한 현지

응력측정이 이루어진 이후 지하공간 및 지하자원 개발 등

에서 현지암반 초기응력 측정의 대표적 기술로 정착되었

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초기응력 측정 자료를 종합

하여 최근에 국내 초기응력 분포도가 만들어졌다(Synn et 

al., 2013). 이러한 삼차원 초기응력의 크기 및 방향 관계는 

수압파쇄 균열이나 자연 절리 등 불연속면의 미끄러짐 파

괴를 유발하는 역학적 메카니즘과 관계되는데, 특히 불연

속면에 유체 주입 효과가 더해지면 불연속면의 마찰 저항

력이 작아지고 미끄러짐 및 팽창 열림을 용이하게 만든다

(Chan et al, 2014; Rutter and Hackston, 2017).

최근에 지구환경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의 지

중저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임계상태 이산

화탄소의 지층 내 주입-저장-확산 및 불연속 절리를 통한 

누출 등의 역학적 메카니즘 규명에 있어서 유체 주입과 균

열 생성 전파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수압파쇄 이론

과 기술이 중요한 연구 도구가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서 지열 개발 분야에서도 수압파쇄가 핵심 기술로 적용되

고 있는데, 특히 EGS(enhanced geothermal system) 심부 

지열 개발에서 인공저류층 형성과 지열수 유동 채널 증진

을 위한 수리자극(hydraulic stimulation)과 같은 지열생산

시스템 설계의 핵심기술로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

근 4 km 이상 심도의 심부 지열개발 R&D가 처음으로 시작

된 바가 있는데, 핵심기술로서 수압파쇄를 이용한 수리자

극은 아직은 국내 기술력 부재로 외국의 기술진과 장비에 

의존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다양한 지하 에너지 개발 및 폐

기물 저장처분 분야에서 유체 주입-회수 시스템 및 균열 네

트워크 제어 기술과 함께 유발지진(induced seismicity)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Amann et al., 2018; 

Doglioni, 2017; Zang et al., 2018). 그리고 유발(induced), 

촉발(triggered) 및 자연(natural) 지진에 대한 특성 분석과 

구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Dahm et al., 2015; 

Scuderi and Collettini, 2016).

이상과 같이 수압파쇄와 연계되는 암반 균열의 동적 거

동 특성, 특히 수리역학적 조건에 따른 균열의 생성, 열림, 

닫힘, 전파 등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생성 균열과 자연 절리 및 암반저류층간의 상호작용을 야

기하는 관련 영향 요소들의 독립적 특성 이해 및 중첩적 영

향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수압파쇄 균열 거동과 지압해석

수압파쇄 압력-균열 거동 패턴

석유 ․ 가스 개발의 LOT(leak-off test) 또는 XLOT(extended 

leak-off test), 그리고 현지암반 초기응력 측정을 위한 수압

파쇄시험에서 전형적인 압력-시간 및 균열 거동 패턴은 

Fig.1과 같다(Cheon and Lee, 2013; Fang and Khaksar, 

2013, Feng and Gray, 2017; Lavrov et al., 2016). 1차 가압 

사이클에서 수압파쇄 시추공에 유체 주입으로 가압을 하면 

초기에 미세 균열의 발생이나 열림이 없는 선형적 압력-시

간 패턴을 보이는 FIT(formation integrity test) 구간을 지

나, 미세 균열 발생으로 비선형 구간이 시작되는 압력인 

LOP(leak-off pressure)가 나타나게 되고 주입 압력이 시추

공벽의 파괴저항력(초기응력+암반강도)에 상응하는 FBP

(formation breakdown pressure)에 도달하면 시추공벽에

서 최대주응력방향으로 뚜렷한 파쇄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Fig. 1. Typical pressure-flowrate vs. time record from hydraulic 

fracturing.

Fig. 2. Schematic view of pressure inside a propagating fracture 

(Smith and Montgome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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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계속적으로 가압을 하면 파쇄균열이 계속 전파 확장

하면서 압력은 FPP(fracture propagation pressure) 수준을 

유지하다가, 유체 주입을 중지하면 압력은 순간적으로 급

격히 저하하면서 열린 균열이 닫히기 시작하는 ISIP(ins-

tantaneous shut-in pressure)를 거쳐 파쇄균열 전체가 닫히

는 수준인 FCP(fracture closure pressure)를 지나서 서서히 

일정한 압력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차 가압을 하면 닫혀

있는 파쇄균열이 시추공벽 입구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FRP(fracture reopening pressure)를 지나서 다시 1차 가압 

사이클과 같은 거동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균열의 생성-확장-담힘-재개 과정에 상응하는 압

력은 통상 측정이 가능한 시추공 내의 압력으로 나타내는

데, 주입 유체 유동과 균열 생성 전파는 짧은 시간의 동적 거

동 상태로서 시추공 내 압력과 균열 내 압력에는 압력 강하

의 영향으로 차이가 있다. Fig. 2는 시추공 내 압력과 균열 

내 압력의 차이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Smith and 

Montgomery, 2015). 시추공 내 가압으로 파쇄균열이 새로

이 전파하려면 이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균열 선단 압력이 

가해져야 한다. 시추공에서 균열 선단까지 압력이 전달되

는 과정에서 유체의 점성 압력 강하가 발생하므로 균열 선

단 압력에 점성 압력 강하만큼 보상된 시추공 내 압력이 되

어야하며 이를 균열 전파에 필요한 순압력(net pressure)이

라 한다. 그리고 시추공 인접 주변에서도 마찰 저항으로 인

한 압력 강하가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실제 시추공 내 압력

은 순압력보다 더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

파쇄균열 개폐와 압력 변수 해석

수압파쇄시험에 의한 초기응력 해석에서 균열의 생성 및 

개폐와 압력 변수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압력-유량-시간 기록(Fig. 1)에서 유체 주입 중지 

이후 균열이 닫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압력 강하 구간의 

균열폐쇄압력(fracture shut-in pressure,  ) 및 2차 이후의 

가압 사이클에서 균열이 열리기 시작하는 시점의 균열개구

압력(fracture reopening pressure,  )은 수압파쇄시험을 

통한 현지암반 초기응력 해석에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수직 시추공을 이용한 수압파쇄시험에서 초기

파쇄압력(Fig. 1의 FBP), 는 암반의 투수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 비다공질 암반인 경우에는 식

(1), 다공질 암반이지만 수압파쇄시 유체가 침투하지 않는 

비투수성을 보이는 경우는 식 (2), 다공질 암반으로서 균열 

발생 이전에 시추공벽 내로 유체가 침투하는 투수성을 보이

는 경우는 식 (3)으로 표현된다(Schmitt and Zoback, 1989; 

Fjaer et al, 2008). 여기서,  과 

는 최소 및 최대 수평응

력, 는 Biot 상수, 는 Poisson 비,  는 공극수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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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는 초기파쇄압력 상한 또는 빠른 가압속도 경우의 

상한이고, 식 (3)은 초기파쇄압력 하한 또는 느린 가압속도 

경우의 하한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두 식의 상한 및 하한 

경계와 함께 수압파쇄 유체의 동적 점성 특성에 따른 파쇄

압력의 변화 범위를 수치해석으로 분석하여 비교한 연구 

보고가 있다(Wang et al., 2018). 일반적으로 다공질 투수

성 암반에서 수압파쇄 균열 발생 이전에 시추공벽 내로의 

유체 침투를 고려하지 않으면, 초기응력은 식 (4~5)와 같이 

계산된다.


  (4)






  (5)

이상과 같이 최소수평응력은 전적으로 균열폐쇄압력에 

관계되며, 최대수평응력은 균열폐쇄압력 및 균열개구압력

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들 압력 변수 값의 정확한 결정은 암

반의 초기응력해석에 있어서 절대적이다. Fig. 1에서 보듯

이, 균열개구압력뿐만 아니라 특히 균열이 닫히는 과정에

서의 정확한 균열폐쇄압력은 압력-시간 그래프에서 명확

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균열개구압력과 균열폐

쇄압력의 결정을 위한 도식적, 통계적 또는 수치해석적 방

법론뿐만 아니라, 측정 데이터의 선형적 또는 비선형적 관

계 변환 활용 기법들이 제안되어 이용되고 있다(Aggson 

and Kim, 1987; Haimson et al., 1989; Hardy and Asgian, 

1989; Hayashi and Sakurai, 1989; Lee and Haimson, 

1989; Rutqvist et al., 2000).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많은 

지압측정 자료로부터 균열개구압력과 균열폐쇄압력의 관

계를 분석하고, 유체 침투와 균열 내 압력의 영향 및 압력-

시간 그래프상의 비선형 시작점(Fig. 1에서의 FRP)을 균열

개구압력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연구 

보고도 있다(Yokoyama et al., 2014).

자연 균열의 수리역학적 거동

자연 균열 열림 형태와 압력 변수

자연 균열은 신선한 암반에서 수압파쇄에 의해 생성된 

균열과 달리 균열면이 거칠고 열려있어 자연 상태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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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흐름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연 균열의 형태 즉, 

균열면의 열림 상태에 따라 Fig. 3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자연 상태에서 균열면이 닫혀있는 경우(closed fracture)

에는 탄성이론에 의거한 시추공벽상의 응력해로부터 계산

되는 식 (5)의 적용이 가능하다. 균열면이 전체적으로 닫혀

있고 시추공벽 부분에만 열려 있는 경우(tip-open fracture)

에는 식 (5)의 탄성이론적 응력해는 적용되면서 공극수압 

대신에 시추공 내 가압 압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균열면이 완전히 열려있는 경우(wide-open fracture)에는 유

체 가압과 균열 개폐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탄

성이론적 응력해를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압력-시간 기

록에 나타나는 외형적인 균열개구압력( ) 값은 닫힌 균열

이나 균열 입구만 열려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균열개구압력

과는 다른 의미의 압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물리적인 의미로 

균열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압력에 해당된다(Rutqvist, 2000).

균열폐쇄압력( ) 또한 균열면 상태에 따라 Fig. 1의 압

력-시간 기록에서 결정되는 값이 초기응력 계산에 필요로 

하는 균열폐쇄압력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시추공

의 밀폐된 가압 시험구간 외부까지 균열이 연결되어 있고 

주입 압력이 이 균열을 통해 유출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균

열폐쇄압력이 압력-시간 기록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러

한 균열의 외부 연결 여부는 shut-in 사이클의 압력-시간 기

록에서 압력 강하 점근치와 자연공극수압(지하수위에 대

응)간의 비교, 유체 주입 밸브의 개폐 순간에 나타나는 

rebound 압력 체크, 파쇄균열조사 등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수직 시추공의 수평 단면에서 최대수평응력 방향으로 사

추공벽 선단 부분이 약간 열려있는 수압파쇄 균열 또는 자

연 균열이 있다고 할 때, 초기응력 및 시추공 내 주입 유체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접선응력, 는 식 (6~9)와 같다. 여

기서, 

는 최대수평응력, 는 최소수평응력, 는 시추

공 내 압력, 는 균열 내 압력, 는 시추공 반경, 은 균열을 

따라 시추공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이다.

Fig. 3. Typical types of natural fractures.

Fig. 4. Criteria of fracture reopening pressure with stress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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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압을 통해 균열이 다시 열리는 때의 응력조건은 





 




  이고 이때의 수압( )이 균열개구압

력( )이므로 식 (9)는 다시 식 (10)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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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균열의 열림 정도 즉, 시추공 중심에서 균열이 열

린 길이 선단까지의 거리(r)에 따라 균열개구압력( )의 크

기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변화한다. 균열개구압력과 최

소수평응력의 비를 F라고 하면, 균열의 열린 길이에 따른 

균열개구압력 변화 비는 식 (11)과 같다(Synn et al., 2015).

여기서 K는 최대수평응력대 최소수평응력의 비이다.


















 (11)

식 (11)에서 이 되는 지점 즉, 균열개구압력이 균열

면에 법선방향으로 작용하는 최소수평응력과 같은 지점은 

K값에 관계없이   로 일정함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시험시추공이 NX(직경 76 mm) 시추공이면 시추공벽에서 

약 28 mm 깊이에 해당한다. 측압계수(K) 변화에 따른 균열

의 열림과 닫힘의 기준 및 균열개구압력 비(F)의 변화는 

Fig. 4와 같다. 그림에서 점선 및 옅은 음영 부분은 완전 단

힌 균열(closed fracture)에 대한 균열 개구 기준이고 실선 

및 짙은 음영 부분은 균열 선단이 열린 균열(tip-open 

fracture)에 대한 균열 개구 기준이다. 그리고 r=a 즉, 시추

공벽상의 균열 선단이 열리는 조건에서의 균열개구압력 및 

최대수평응력은 식 (12~13)과 같다.






 or   (12)





  (13)

식 (13)은 균열이 완전히 닫혀있는 경우의 해석식인 식 

(5)에서 공극수압 대신에 균열개구압력이 대체된 형태이

다. 식 (12~13)의 균열개구압력 산정 및 최대수평응력 산정

과 관련하여 수치해석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균열 입

구의 열림 정도와 연계한 균열개구압력에 대한 연구 보고

도 있다(Hardy and Asgian, 1989; Ito et al., 1999). 그리고 

균열개구압력과 균열폐쇄압력이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에 

있음을 분석하거나(Ito and Hayashi, 1993; Pine et al., 

1983), 실제 세계 지압측정 자료 분석을 통해 두 값을 비교

한 연구도 있다(Yokoyama et al., 2014). 또한 높은 인장강

도와 약한 지질 조직을 갖는 경암의 경우에는 기 존재하는 

약한 조직구조에 대한 법선응력이 초래되는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균열폐쇄압력이 최소주응력을 대표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Nelson et al, 2007).

자연 균열의 수압재킹 거동

도수 터널이나 하저·해저 터널과 같이 수압과 관련한 수

리역학적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압재킹시험(hydraulic 

jacking test)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터널 주변에 존재하는 

자연 균열에 대하여 가압시험을 통해 균열면의 열림 및 닫

힘과 연계되는 수리역학적 거동과 함께 이를 유발하는 압

력 및 유량 특성을 파악하는 시험이다. 수압재킹시험에서 

얻어지는 압력-유량 곡선 및 수압재킹압력 해석의 전형적

인 형태는 Fig. 5와 같다. 이 압력-유량 곡선은 균열면의 열

림 거동과 압력-유량 변화에 따라 세 구간으로 구분된다

(Hartmaier et al., 1998). 최소재킹압력(min , minimum 

Fig. 5. Typical pattern of pressure-flow record from hydraulic 

jacking test (modified from Hartmaier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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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ing pressure)은 압력-유량 곡선의 하부 선형구간에서 

비선형으로 바꾸기 시작되는 지점의 압력으로서 균열면의 

팽창 열림(dilation)이 시작하는 시점이다. 선형구간에서 

비선형으로 바뀌는 지점을 정확히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충

분한 자료가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이 지점을 가장 보수

적인 면에서 수압재킹압력 지점으로 평가한다. 교차재킹

압력(   , intersection jacking pressure)은 압력-유량 곡

선의 하부(unjacked state) 및 상부(hydrojacked state)의 두 

선형구간에 대한 선형 접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min

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료가 없을 때 이 값을 수

압재킹압력으로 추정한다. 재킹사인( , jacking signature)

은 압력-유량 곡선의 상부 선형구간에서 비선형으로 바꾸

기 시작되는 지점의 압력으로서, 모든 물리적인 측면에서 

균열면의 수압재킹이 명백한 지점이다. 여기서는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데 유량은 증가하며 일정한 유량에서는 압

력이 저하하는 상태이다. 이는 높은 압력으로 인해 균열의 

확장이나 개구가 제어되지 않는 상태로서 비라이닝 압력 

터널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거동 양상이다.

한편, 수압시험에서 얻어진 압력-시간 곡선에서 순간균

열폐쇄압력(ISIP, instantaneous shut-in pressure)값(Fig.1 

참조)과 압력-유량 곡선에서의 재킹압력과 비교한 경우도 

있다(Quirion and Tournier, 2010). 자연 균열이 최대주응

력 방향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압재킹압력을 최소주응

력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 균열 방향이 최대주응력 방향과 

교차하는 각이 10°이내에 있다면 완전한 재킹압력이 최소

주응력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교차각이 이보다 크면 과대

평가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Evans et al, 1995). Doe 등

(1987)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량(0.8 l/min) 및 낮은 유량

(0.4 l/min)의 수압파쇄시험을 통해 압력-시간 곡선상의 

shut-in 곡선 양상과 ISIP 결정 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수압

재킹시험에 의한 재킹압력과 비교하였다. 이에 의하면 수

압파쇄에서 ISIP는 수압재킹압력보다 크게 결정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Cornet 등(1984)은 낮은 유량시험(slow pump 

cycle)에서의 최대압력이 균열폐쇄압력(shut-in pressure)

에 근접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현장 수압재킹시험 결과 분석

국내 댐 지역의 도수터널 현장에서 수직 시추공을 이용

하여 시추공을 관통하는 자연 균열에 대하여 수압재킹시험

을 실시하였다. 균열 형태에 따른 비교를 위하여, 시추 코어 

및 시추공 텔레뷰어 자료로부터 서로 다른 형태 즉, 시추공

벽상의 균열 선단의 열림 정도 차이가 뚜렷한 두 개의 균열

을 선택하였다. 균열 방향 및 균열 형태, 수압재킹시험에서 

얻어진 압력-유량-시간 기록, 이로부터 결정된 재킹압력 해

석 결과는 Fig. 6과 같다. (a) 및 (b)는 각각 시추공벽상의 균

열면이 닫혀있는 균열 및 시추공벽상의 균열면이 열려있는 

균열로 구분하였다.

두 균열의 압력-유량 곡선 형태를 비교하면, 닫힌 균열(a)

의 경우는 하부의 unjacked 구간과 상부의 hydrojacked 구

간 사이의 전이 구간이 별로 없는 반면에, 열린 균열(b)의 

경우는 하부와 상부의 두 선형 구간 사이에 완만한 곡선의 

전이 구간이 많이 나타났다. 전이 구간의 차이는 곧 자연 상

태의 균열 열림 여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열린 

Fig. 6. Result of hydraulic jacking test on natural fractures at a water pressure tunnel site. (a) closed fracture (left). (b) open fractur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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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일수록 가압을 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부터 균열 

선단이 열리고 계속 가압 증가에 따라 균열 내부로 열린 구

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선형 곡선 구간이 나타나게 된다. 

이로부터 수압재킹에서 얻어진 압력-유량 곡선의 비선형 

전이구간 형태 분석을 통해 균열의 열린 형태를 간접적으

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한편, 앞의 식 (11)의 이론적 해석에 의하면 균열면이 열

리고 계속적으로 확장되기 위한 균열개구압력 또는 균열확

장압력(완전한 재킹압력에 상응)은 균열법선응력(균열폐

쇄압력에 상응)을 10-20 % 정도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가된

다(Synn et al., 2015). 그리고 노르웨이 압력 터널 설계 기

준(Norwegian cover design criterion)에 의하면 압력 터널 

운영에 있어서 최소주응력과 운영설계 정수압의 비인 안전

율(FOS, factor of safety)은 1.1-1.3 범위가 적정하다고 되

어있다(Hartmaier et al., 1998).

균열 내 압력 분포 패턴

앞의 수압파쇄 압력-균열 거동 패턴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시추공 내의 주입 압력과 균열 내부의 압력에는 차이가 

있다(Fig. 2 참조). 이러한 압력 차이의 원인에는 시추공의 

마찰 저항, 유체 점성 저항, 짧은 시간에 작은 균열 간극 내 

동적 유동 격차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리역학적 균열 거

동 해석이나 지압 해석에서는 균열 내 유체가 전혀 침투하

지 않아 균열 내 유체압이 없거나 또는 시추공 내 압력과 균

열 내 압력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게 된다. 그렇지만 실제

는 저항과 시간 차이에 의한 압력 강하로 인해 균열 내 압력

은 시추공 내 압력보다 낮은데 그 비교의 예가 Fig. 7이다

(Smith and Montgomery, 2015). 균열이 전파할 때 실제 균

열 선단 압력()과 그 때의 시추공 내 순압력(   )을 비

교한 것으로, 균열 선단 압력에 점성 압력 강하( )를 합

한 것이 균열 전파에 요구되는 시추공 내 순압력이 된다. 여

기서 점성 압력 강하는 유체의 점성적 특성과 관계가 있다. 

Wang 등(2018)은 균열 전파에 있어서 물, 점성 오일, 초임

계 CO2 등 세 종류 유체의 영향을 실험 및 수치해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이에 의하면, 실험적으로 점성이 가장 낮은 초

임계 CO2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파쇄 압력을 보였고 더

욱 복잡한 균열 형태를 형성하였으며, 수치모델링 해석에

서도 동적 점성이 클수록 파쇄압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열린 균열의 길이 및 균열 내 유체의 충전 여부에 따라서

도 균열 내 압력 분포가 달라진다. Warpinski와 Teufel(1987)

에 의하면, 균열면 내부에 물이 없이 비어있는 경우가 물이 

있는 경우에 비해 거리에 따른 압력 강하가 급격히 일어나

서 주입 유체 압력이 균열 내부로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물이 차있는 경우에도, 균열 길이가 무한한 

경우가 유한한 경우보다 압력 강하가 많아서 거리에 따른 

균열 내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8). 또한 시추공 내 주입 압력이 높을수록 균열 거리 증가에 

따른 압력 강하는 상대적으로 작게 발생하였다(Rutqvist et 

al, 1990).

한편, 수압파쇄는 균열 선단의 전파와 관련이 되는 현상

이어서 파괴역학적 수압파쇄 해석 기법을 많이 적용하기도 

한다(Rummel, 1987). 수압파쇄 균열이 첨예한 선단의 형

태일 때, 균열 선단 인접 영역에서의 총 응력장의 세기는 작

용하는 각 응력 요소들에 의한 응력확대계수(stress intensity 

factor)의 중첩에 의해 얻을 수 있다. 




, 




, 



, 





는 각각 최대수평응력, 최소수평응력, 시추공 내 유

체 압력, 균열 내 유체 압력에 의한 응력확대계수이다. 이로

부터 총 응력확대계수, 

 및 균열 내 유체 압력에 의한 응

력확대계수, 



는 식 (14~15)와 같이 표현된다. 여기

Fig. 7. Pressure drop between borehole and fracture (Smith 

and Montgomery, 2015).

Fig. 8. Pressure distribution in fracture with various fracture 

conditions (Warpinski and Teufel,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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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a는 시추공 반경이고 은 시추공 중심으로부터 균열 

선단 거리, r에서의 무차원 응력확대 함수이다.

 



 





 




 



 



 (14)





 
 (15)

균열 내의 압력분포 패턴을 Fig. 9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

할 때, 각각의 은 Fig. 10과 같이 얻어진다(Rummel, 

1987). 여기서 일정(constant)은 균열 내 압력이 거리와 관

계없이 시추공 내 압력과 동일한 경우, 역수강하(reciprocal 

drop)는 거리에 따라 역수로 저하하는 경우, 선형강하

(linear drop)는 거리에 따라 선형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이

차강하(quadratic drop)는 거리에 따라 이차함수 형태로 저

하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균열 내 유체 압력 분포는 파괴

역학적 수압파쇄 해석에서 특히 균열 선단의 응력확대계수

에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전체 수압파쇄 압력 및 균열 전

파 패턴이 달라지게 된다. 즉, 균열 내 압력 구배 분포는 매

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대한 규명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압파쇄 균열과 자연 균열의 교차 거동

균열 전파 형태

수압파쇄 균열 생성 이후 계속적인 유체 가압이 이루어

지면 균열 선단이 확장해 나가고 주변의 기존 자연 균열들

과 만나게 된다. 수압파쇄 균열과 자연 균열의 교차 형태와 

교차 이후의 상호 작용 양상에는 다양한 패턴이 나타난다. 

Fig. 11에서 (b)는 수압파쇄 균열이 자연 균열을 관통하지 

못하고 (d)와 같이 자연 균열에서 미끄러짐(slippage)이나 

팽창(dilation)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c)는 수압파쇄 균열

이 자연 균열을 관통하여 계속 전파하면서 (e) 또는 (f)와 같

이 자연 균열에도 유체 주입으로 팽창이 일어나는 경우이

다. 자연 균열과 교차 이후에 계속적인 유체 가압이 진행되

Fig. 11. Intersecting patterns between a hydraulic fracture and 

a natural fracture.

Fig. 12. Coordinate system of a hydraulic fracture intersecting a 

natural fracture.

Fig. 9. Four types of pressure gradients in fracture.

Fig. 10. Dimensionless stress intensity functions with various 

pressure gradients in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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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g) 또는 (h)와 같이 자연 균열 선단이나 자연 균열 내 취

약 부분에서 새로운 수압파쇄 균열이 생성 전파하게 된다

(Chuprakov et al., 2013; Gu et al., 2012; Yoon et al., 

2017).

주응력, 수압파쇄 균열과 자연 균열의 교차 관계가 Fig. 

12와 같을 때, 수압파쇄 균열이 자연 균열과 교차하면 수압

파쇄균열 선단 형태가 첨예하지 않으므로 응력확대계수로 

표현되는 균열 선단의 응력집중을 고려하지 않으면 수압파

쇄 균열면 및 자연 균열면에 작용하는 법선응력과 전단응

력은 식 (16~19)와 같이 표현된다.




















cos (16)

 








sin (17)




















cos (18)

 








sin (19)

수압파쇄균열과 자연 균열이 교차하여 유체가 자연 균열 

내로 유입이 되면, 자연 균열면에 가해지는 공극압(P)은 식 

(20)과 같이 표현된다. 는 균열면의 법선응력(통상적으

로 균열폐쇄압력)을 초과하여 균열의 열림과 유체 흐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순압력(net pressure)으로서 앞의 Fig. 2 

및 Fig. 7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설명

한 시추공 주변 마찰 저항이나 유체 점성 저항에 의한 압력 

강하에 대한 보상치를 고려하지 않고 균열면에 작용하는 

응력 관계만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균열면에 가해지는 공

극압, 는 외부 응력조건에 의한 균열면 법선응력과 균열

이 열려서 유체 흐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순압력을 합한 

것이 된다.


  (20)

균열의 미끄러짐 및 팽창 열림 기준

수압파쇄 균열을 통해 가해진 유체 주입에 의해 자연 균

열에서 미끄러짐이 발생할 때의 Mohr-Coulomb 전단파괴

기준(Jaeger et al., 1976), 주응력차 및 순압력은 식 (21~23)

과 같이 계산된다(Li et al., 2016; Liu et al., 2014; 

Warpinski and Teufel, 1987; Zhou et al., 2008). 는 자연 

균열면의 점착력, 는 자연 균열면의 마찰계수이다.

 ≥ 
 (21)





 
sincoscos

 
 (22)















sin








coscos

(23)

그리고 자연 균열 내에 가해지는 유체 압력이 균열면에 

작용하는 외부 법선응력보다 커지면 균열이 팽창하여 열리

게 된다(Liu et al., 2014, Warpinski and Teufel, 1987). 이 

때의 균열 팽창 조건, 주응력차 및 순압력은 식 (24~26)과 

같다. 는 자연 균열면의 점착 강도이다.


  (24)





 
coscos




 (25)











coscos  (26)

균열 형태와 미끄러짐-팽창 관계 해석

균열의 미끄러짐과 팽창 열림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들은 초기응력조건, 초기응력과 균열의 교차 각도, 균열

면의 점착력과 마찰계수, 주입 유체 압력 등이다. 세 가지 

균열 특성에 대하여 각 영향 요소 변화에 따른 균열의 미끄

러짐과 열림 조건을 해석하였다.

Fig. 13은 일반적인 자연 절리 수준의 균열 조건(  = 1.0 

MPa,  = 0.6) 및 주응력 조건(


 = 2 MPa,   = 1 MPa)에

서 순압력의 변화(  = 0, 1.0, 1.5 MPa)에 따른 미끄러짐과 

팽창 조건을 해석한 결과이다. 순압력이 커질수록 미끄러

짐에 필요한 주응력차의 하한은 작아지고 팽창에 필요한 

주응력차의 상한은 증가하였다.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

는 최대주응력 방향(여기서는 수압파쇄 균열 방향과 동일)

과 자연 균열의 교차각 범위는 마찰계수와 관계가 있는데, 

본 해석의 마찰계수 0.6(내부마찰각 약 31°에 해당) 경우에

는 미끄러짐 발생 범위가 59° 이내이다. 그리고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주응력차의 크기는 최대주응력 방향과 자연 균열 

방향간의 교차각에 따라 변하며 본 해석 결과에서는 

10-50° 범위에서 비교적 작은 주응력차에서도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4는 세 가지 균열 형태로서 균열면이 매끄럽고 점

착력이 약한 조건(  = 0.2 MPa,  = 0.4), 일반적인 자연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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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수준의 조건(  = 1.0 MPa,  = 0.6), 균열면이 거칠고 점

착력이 강한 조건(  = 1.5 MPa,  = 0.8)에 대한 해석 결과

를 비교한 것이다. 마찰계수는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교차

각 범위와 관계가 있으며, 점착력은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주응력차의 크기와 관계가 있다. 마찰계수 0.4, 0.6, 0.8은 

각각 내부마찰각 약 22°, 31°, 39°에 해당되며 따라서 미끄

러짐이 발생하는 교차각 범위는 각각 68°, 59°, 51° 이내가 

된다. 점착력 0.2 MPa, 1.0 MPa, 1.5 MPa 경우에 미끄러짐

이 발생하는 주응력차의 최소 크기는 각각 교차각 34°에서 

0.59 MPa, 교차각 30°에서 3.53 MPa, 교차각 26°에서 6.24 

MPa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균열 교차 관계 및 균열 특성에 따른 

균열의 미끄러짐과 팽창 열림 관계를 암반블록 모델의 수

압파쇄실험을 통하여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삼차원 균열 

전파 양상을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Dehghan 

et al., 2015; Liu et al., 2018).

균열 교차 이후의 새 균열 생성 전파

수압파쇄 균열과의 교차에 의해 자연 균열에 미끄러짐이

나 팽창이 발생한 이후에 수압파쇄 유체 주입으로 계속 가

압이 되면 새로운 균열이 생성된다. 즉, Fig. 11의 균열 교차 

패턴에서 자연 균열의 미끄러짐이나 팽창 거동 이후에 (e), 

(g), (h)과 같은 새로운 수압파쇄 균열이 생성 전파하게 된

다. 이러한 세 가지 패턴의 새로운 균열 생성 전파는 응력조

건, 주입 유체 압력, 균열과 주응력간의 교차 관계, 균열면

의 물리역학적 특성 등의 조합에 의한 수리역학적 조건에 

따라 발생한다(Dehghan et al., 2016).

새로운 균열의 생성 전파에 있어서는 첨예한 균열 선단

에서의 응력집중효과인 응력확대계수(stress intensity factor, 



)를 고려하는데, Fig. 12의 좌표계에서 수압파쇄 균열 선

단에서의 응력분포는 식 (27~29)와 같이 표현되며 자연 균

열 선단에서의 응력분포는 좌표변환을 통해 동일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r과 는 균열 선단에서의 축좌표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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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파쇄 균열의 자연 균열 관통

수압파쇄 균열과 자연 균열이 교차하는 순간에 교차 지

점의 압력이 수압파쇄 균열의 진행 방향으로 새 균열을 생

성하는데 필요한 압력보다 크면, 자연 균열을 관통하여 수

압파쇄 균열이 계속 확장되며(Fig. 11(e) 참조) 이 때의 조

건은 식 (30)과 같다. 는 교차 순간의 교차 지점(i)에서의 

유체 주입 압력, 는 수압파쇄 균열면의 법선응력(Fig. 12 

참조), 
 는 교차 지점의 자연 균열면 암석의 파괴인성이

다.





   (30)

Fig. 13. Analysis result for criteria of slippage and dilation 

with net pressure.

Fig. 14. Analysis result for criteria of slippage with cohesion 

and fric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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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균열 선단에서 수압파쇄 균열 확장

수압파쇄 균열을 통한 가압 유체에 의해 자연 균열이 팽

창된 이후에 자연 균열의 양쪽 어느 끝에서 주입 압력이 균

열 선단의 균열 확장에 필요한 압력보다 크면, 균열 선단에

서 균열이 자연 균열 방향으로 생성되어서 점차 주응력 방

향으로 확장되며(Fig. 11(g) 참조) 이 때의 조건은 식 (31)과 

같다. 는 자연 균열면의 법선응력(Fig. 12 참조), 
 

는 자연 균열 선단의 파괴인성(fracture toughness), 

는 교차 지점과 균열 선단간의 압력차이다. 선단 균열이 계

속 전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균열 선단의 파괴인성이 교차 

지점에서의 파괴인성보다 충분히 작아야 하는데, 그 이유

는 교차 지점과 균열 선단간의 압력 강하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31)

자연 균열 내에서 새 수압파쇄 균열 생성

자연 균열의 팽창 이후에 자연 균열의 어느 지점에서 압

력이 그 지점의 국부적인 파괴인성을 능가하면 새로운 수

압파쇄 균열이 발생하며(Fig. 11(h) 참조) 이 때의 조건은 

식 (32)와 같다. 
 는 자연 균열 내 a 지점의 국부적 파괴

인성, 는 교차 지점과 자연 균열 내 a 지점간의 압력 강

하이다. 이 a 지점에서의 국부적 생성 균열이 계속 전파해 

나가려면 자연 균열 양쪽 선단에서의 압력 강하가 더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


 


 

  (32)

결   론

지하 암반에 새로운 균열이 생성되거나 기존 불연속면이 

전단파괴나 팽창으로 동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역학적 

평형상태를 바꾸는 다양한 자연적 또는 인위적 활동에 의

한 것이다. 석유 ․ 가스 추출에 따른 빈 암반공극의 압축으로 

상반의 붕괴나 침하, 물이나 이산화탄소 등의 유체 주입으

로 암반의 공극수압 증가와 마찰저항 감소로 인한 불연속

면의 움직임, 수압파쇄와 같이 초기지압조건을 초과하는 

유체 가압으로 새로운 균열 생성이나 기존 불연속면의 파

괴, 지하의 유체 추출-주입 또는 호수의 충전-배수로 지각 

하중의 증감에 의한 응력 조건의 변화로 단층 운동 유도 등

이 있다(Doglioni, 2017). 이러한 지하 암반 내 유체 주입에 

의해 발생하는 초기응력조건과 역학적 메카니즘 변화, 불

연속면의 역학적 특성 변화, 복합 균열 네트워크 생성과 전

파 등은 상호 영향 관계를 가진다. 특히 유체와 균열의 수리 

동역학적 거동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

련 영향 요소들의 독립적 특성 이해 및 중첩적인 영향 파악

이 매우 중요하다.

자연 균열의 형태 즉, 균열면의 열림 상태에 따라 균열의 

개폐와 관련 압력 변수의 해석에 차이가 있다. 신선한 암반 

또는 완전히 닫힌 균열의 경우에 적용하는 탄성이론에 의

거한 응력해는 균열 선단이 열려 있는 경우에 부분적 압력 

변수 변경 즉, 공극수압 대신에 시추공 내 가압 압력으로 대

체함으로써 적용의 유효성을 가진다. 한편, 자연 균열 형태

에 따른 수압재킹시험의 압력-유량 곡선에서 비선형 전이

구간 형태 분석을 통해 균열의 열린 형태를 간접적으로 판

단할 수가 있을 것이다.

석유 ․ 가스, 물, 이산화탄소와 같이 유체의 점성 특성에 

따라 균열 내 압력 강하 차이로 압력 구배가 달라지고 균열 

생성-전파의 파괴역학적 해석에 있어서 균열 선단의 응력

확대계수에 영향을 미쳐서 파쇄 압력 및 균열 전파 패턴이 

달라진다. 즉, 균열 내 압력 구배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에 

대한 규명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압파쇄 균열과 자연 균열의 교차시에 수압파쇄 균열의 

자연 균열 관통, 자연 균열의 미끄러짐 파괴, 자연 균열의 

팽창 열림 등의 기준은 두 균열의 교차각, 주응력 방향과의 

교차각, 주응력의 차, 균열면의 역학적 특성(점착력과 마찰

계수) 등에 의해 좌우된다. 수압파쇄 균열이 자연 균열을 직

진 관통하는 경우는 주응력차가 크고 균열간의 교차각이 

큰 일부 조건에서 발생한다. 비교적 낮은 주응력차이거나 

교차각이 크지 않은 대부분의 범위에서는 응력조건과 자연 

균열의 마찰계수에 따라 미끄러짐이나 팽창 열림이 발생한

다. 특히 마찰계수는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두 균열의 교차

각(또는 주응력과 자연 균열의 교차각) 범위와 관계가 있

다. 일반적으로 단층 불연속면의 마찰계수로 적용하는 0.6

의 경우에 미끄러짐 발생 교차각 범위는 약 60° 이내이다. 

그리고 자연 균열의 미끄러짐이나 팽창 발생 이후에 계속

적인 유체 주입으로 인해 자연 균열이 확장하거나 새로운 

균열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두 균열의 교차시와는 달리 균

열 선단이 첨예한 형태로서, 이러한 균열 생성 전파 해석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균열 선단에서의 응력집중효과인 응

력확대계수를 고려한 응력해석이 필요하다.

지하 에너지개발이나 유체 주입 등의 활동에 따른 불연

속면의 동적 거동에 수반하여 때로 지진동 현상이 발생하

기도 하는데, 이러한 영향 규명에 있어서는 현상학적으로 

지구조적 ․ 물리적 조사 분석에 더하여 정량학적으로 역학

적 ․ 공학적 영향 평가가 있어야 하며 미시역학(micro-me-

chanics) 방법론적 연구와 정밀 평가기법 개발이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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