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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지역의 현지응력장 분포 패턴 및 지질시대별 전이 추이

신중호*, 박 찬, 이병주

Regional Distribution Pattern and Geo-historical Transition of 
In-situ Stress Fields in the Korean Peninsula

Joong-Ho Synn*, Chan Park, Byung-Joo Lee

Abstract We have analyzed the regional in-situ stress pattern using 460 stress measurement data at about 100 test 
sites in Korea, and suggested correlation equations of stress-depth and stress ratio-depth. We made Korea Stress 
Map(KSM) as in-situ stress fields of the Korean peninsula, combining with a paleo-stress analysis according to 
the geological period and a stress estimation from focal mechanism. We confirmed the reliability and applicability 
of correlation equations derived in this study, comparing with worldwide stress-depth patterns, and also estimated 
the pattern of in-situ stress fields of north-eastern Asia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comparing with World 
Stress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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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내 100여개 지역에서 측정된 460개 현지응력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국내의 광역적 현지응력 분포 패턴을 

분석하고, 심도-응력 및 심도-측압계수 관계식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지질시대별 고응력장 변화와 

최근의 지진 메카니즘에 의한 응력장 추정 결과를 통합하여, 한반도지역의 응력장 분포 패턴인 한국응력지도

(Korea Stress Map)를 작성하였다. 세계의 심도-응력 관계식들과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관계식의 적합

성과 수 km 심도에의 유추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세계응력지도(World Stress Map)과 함께 동북아시아지

역의 응력장 패턴을 분석하였다.

핵심어 현지응력, 수압파쇄, 심도-응력 패턴, 고응력장, 한국응력지도, 세계응력지도

1. 서 론

지하자원 개발 및 지하공간 활용을 위한 인간의 지구 

내부로의 접근은 점차 심부화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이나 이산화탄소 지중처분을 위해서는 1 km 심도가 대

상이고 지각에 잠재되어 있는 신에너지자원으로서 지

열이나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서는 2~5 km 심도가 대상

이 되고 있다. 지구과학연구와 관련해서는 독일 대륙심

부시추프로그램(CDP)의 KTB 사이트에서 9km 심부 

시추가 이루어진 바도 있다(Te Kamp et al., 1995).
이러한 자하자원 및 지하공간 개발에 있어서 현지암

반에 존재하는 초기응력은 시추공 안정성, 지하자원의 

개발 설계, 지하공간 안정성, 저류층 회수율 증대 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현지응력을 평가하는 

기술로는 수압파쇄법(hydraulic fracturing method) 또
는 응력개방법(over-coring method)을 이용한 직접적 

측정(Zang and Stephansson, 2010), 그리고 구조지질

학적으로 단층거동 및 지진메카니즘을 이용한 간접적 

추정이 있다(Choi, 1991, Jun and Jeon, 2010). 그리고 

시추 과정에서 시추코어나 시추공 파괴양상을 바탕으로 
부분적 현지응력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도 있다(Zo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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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외국에서는 대륙별, 지역별로 오래전부터 현지응력 측

정 자료가 축적되어 왔으며 측정 심도 또한 수 km에 달

한다. 이러한 축적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심도-응력 

및 심도-측압계수 관계식을 제시하고 있으며(Haimson, 
1978, 1996, Herget, 1987, Stephansson, 1993, Lund 
et al., 1999, Zoback et al., 2003, Nelson et al., 2007, 
Couzens-Schultz et al., 2010, Konstantinovskaya et 
al., 2012), 전세계적 자료를 종합한 트렌드 분석(Brown 
and Hoek, 1978, Rummel et al., 1986, Zang, 2012) 
및 최근에는 웹사이트를 통한 세계응력지도(World Stress 
Map)를 구축하고 있다(Heidbach et al, 2008, 2010). 
우리나라와 인접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관련 연구보고

에는 일본의 Sugawara and Obara(1993), 중국의 Kang 
등(2010), Cui 등(2013)이 있다.

국내에서의 지하암반 현지응력 측정은 지하자원 개발

의 대표적인 현장인 광산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

다. 국내 광산개발이 활발했던 시기인 1990년 이전까지 

국내의 현지응력 측정기술은 지하 갱도가 굴착된 상태

에서 갱도내에서 현지응력을 측정하는 응력보상법(flat 
jack method) 또는 응력개방법(overcoring method)이 

유일하였다. 수압파쇄기술은 석유ㆍ가스 개발에서 회수

율 증대를 위한 기술로 시작되어 1950년대에 Hubbert
와 Willis에 의해 초기응력(initial in-situ stress) 측정이

론으로 정립되었다. 터널이나 지하공간을 굴착하기 전

에 지표에서 지반조사 시추공을 이용하여 지하암반 현

지응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현지암반 초기응력 측정기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수압파쇄기술에 대한 국내 자체 연구는 1980년대 후반

부터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Synn, 1990), 1992년에 한

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압파쇄 현장시험장비를 처음 

도입하여 1993년에 국내 자체 기술력으로는 처음으로 

수압파쇄기술에 의한 현지응력측정이 이루어졌다(Synn 
et al., 1994). 이후 현재까지 20여년에 걸쳐 지하공간 

및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해 전국 각지에서 수압파쇄기

술을 이용한 현지응력 측정이 이루어져 왔다. 국내 수

압파쇄 현지응력 측정 및 관련 연구들은 아직 수백미터 

심도 이내의 지하 천부에 국한되고 있다(Bae et al., 
2005, Synn et al., 1994, 2012, Haimson et al., 2003, 
Choi et al., 2008, Chang et al., 2010). 이 연구 보고들

의 현지응력 측정자료들은 300 m 심도 이내의 수십 개 

측정자료 정도로서 국내 현지응력 트렌드를 제시하기

에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측정된 현지응력 측정자료를 종합하여 국내의 광역적 

현지응력 패턴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분석에 이용된 

국내 현지응력 측정 자료는 전국 100여개 시험 개소에

서 획득한 총 460개로서, 수압파쇄법에 의한 측정자료

는 10~720m 심도의 441개이고 응력개방법에 의한 측

정 자료는 140~900m 심도의 19개 자료이다. 이로부터 

국내의 광역적인 응력 분포 양상을 도출하고 심도-응력 

관계식 및 심도-측압계수 관계식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지질시대별 고응력장 변화 및 최근의 지

진 메카니즘(focal mechanism) 분석을 이용한 응력장 

추정 결과를 통합하여, 한반도의 지질 시대에 따른 응

력장 전이 추이 및 현재의 전국적 응력장 분포 패턴을 

한국응력지도(Korea Stress Map)로 작성하였다. 그리

고 이 국내 응력 분포 양상을 세계 각 지역의 응력 분포 

양상과 비교 분석하여, 도출된 국내 응력 패턴 관계식

의 타당성을 검증함과 아울러 세계 지역별 응력분포 양

상과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2. 국내 현지응력 측정 및 응력장 분포 패턴 분석

2.1 국내 현지응력 측정기술 및 응력자료

국내에 적용되어온 현지응력 측정기술로는, 1990년 

이전의 광산지역에서는 응력개방법이 적용되었고 1990
년 이후 현재까지는 터널 및 지하공간 개발과 관련하여 

수압파쇄법이 주로 적용되어오고 있다. 기존 광산에서

는 지하 채굴갱도의 안정성과 관련해 800 m 심도 이상

의 심부 갱도에서 응력개방법을 이용한 응력측정 사례

가 있다(Lim, 2005). 터널 및 지하공간 개발에서는 그

동안 수 백미터 이내의 지하 천부에서 수압파쇄를 이용

한 현지응력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지열개발연구

와 관련해 700 m 심도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다.
여기서는 그동안 축적된 이들 현지응력 측정자료를 

종합하여 국내의 광역적 현지응력 패턴을 분석하였다. 
국내 현지응력 측정 자료는 총 460개로서 전국 73개 지

역 101개 시험공에서 얻어진 것이다. 이중 수압파쇄법

에 의한 측정자료는 전국 57개 지역 82개 시험공의 441
개 자료 (서울/경기 12개 지역 16개 시험공, 강원 9개지

역 15개 시험공, 층북 5개 지역 6개 시험공, 5개 지역 

5개 시험공, 경북 6개 지역 9개 시험공, 11개 지역 17개 

시험공, 전북 3개 지역 5개 시험공, 6개 지역 9개 시험

공)이다. 응력개방법에 의한 측정 자료는 전국 16개 지

역 16개 시험공의 19개 자료 (강원 7개 지역 8개 시험

공, 경북 5개 지역 6개 시험공, 경남 2개 지역 3개 시험

공, 전남 2개 지역 2개 시험공)이다. 시험심도는 수압파

쇄법 경우가 10~720 m, 응력개방법 경우가 140~9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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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Distribution of in-situ stresses measured by hydraulic 
fracturing and over-coring techniques in Korea for 
recent 30 years. (a) Average horizontal stress, (b) Three 
stress components

범위이다. 이들 측정자료는 지하 천부의 터널 및 지하

공간 건설을 위한 것이 대부분으로서 측정 심도가 500 m 
이내이고, 과거 광산지역 및 최근 지열개발연구지역에

서 측정된 것들이 500 m 이상 심도이지만 10여개 정도

로 양적으로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1,000 m 
심도까지의 응력심도 패턴 분석을 하는데는 이들 500 m 
이상 심도의 실제 측정자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신

뢰도를 제공할 수가 있다.

2.2 심도-응력 상관관계 분석

국내 현지응력 측정자료 전체를 이용하여 심도에 따

른 응력 변화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측정자료가 전국적

으로 분포되어 있고 비교적 천부 자료가 많아서, 지역

적 및 지형적 차이를 포함하고 있지만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신뢰성있는 상관관계를 얻을 수가 있었다. 측정방

법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압파쇄법(HF) 및 

응력개방법(OC)에 의한 측정자료의 심도-응력 관계식

을 비교하였다. 두 방법에 의한 심도별 평균수평응력의 

분포 양상은 Fig. 1a과 같으며 심도-응력관계식은 (1)~ 
(2) 식과 같다. 두 방법의 비교에 평균수평응력을 이용

한 것은, 응력개방법 측정자료에 평균수평응력만 있는 

자료가 일부 있는데 이를 모두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1)

   
   (2)

여기서,   및 는 각각 수압파쇄법(HF) 

및 응력개방법(OC)에 의한 평균수평응력이며 은 심

도-응력 관계식의 상관계수이다. 두 심도-응력 관계식

에 의한 심도별 응력 크기의 차이는 심도 200 m 이내에

서 10% 정도이며 심도가 깊어질수록 그 차이는 점차 

작아진다. 이로부터 두 방법에 의한 응력측정결과의 상

관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두 방법에 의

한 측정자료 전체를 통합한 국내의 심도-응력 관계식을 

(3) 식으로 도출하였다(Fig. 1a의 선형회귀분석 직선).

   
   (3)

한편 세부적인 응력패턴 분석으로, 개별 응력성분인 

수직응력( ), 최소수평응력( ), 최대수평응력( )의 

심도별 분포 양상은 Fig. 1b와 같다. 선형회귀분석에 의

한 세 응력성분의 심도-응력 관계식은 (4)~(6) 식으로 

도출하였다.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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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Variation of stress ratio with depth in Korea (from 
data of Fig. 1). (a) Min. horizontal stress ratio, (b) 
Max. horizontal stress ratio

(a)

(b)

Fig. 3. Comparison of stress ratios in this study and a 
previous study. (a) Stress ratio with actual 
measurement data in this study, (b) Stress ratios in 
this study and a previous study(Choi et al., 2008)

개별 응력성분의 절대 크기 뿐만 아니라 상대 크기 

즉, 응력비는 지하공간의 안정성이나 단층 거동 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전체 응력측정 자료로부터 

수직응력에 대한 수평응력의 비 즉, 측압계수의 심도별 

변화 양상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이론적 연구(Sheory, 
1994), 확률론적 분석(Sen, 2002), 실제적 조사(Brown 
& Hoek, 1978) 등에서 보듯이, 측압계수는 일반적으로 

천부에서는 크고 심도가 깊어질수록 점차 작아지는 경

향을 보인다. 그리고 천부에서는 지역적 차이 및 지형

적 영향 등으로 인해 측압계수 크기도 넓은 변화폭을 

보인다(Pan et al., 1994, 1995, Savage, 1994, Warpinski 
et al., 1991). 국내 측정결과 역시 측정 지역이 전국적

인 것도 있지만 심도 200 m 이내의 천부에서는 지형적 

영향이나 대상 암반 차이 등으로 인해 변화폭이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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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stribution of max. horizontal stress directions in 
Korea

Fig. 5. Comparison of max. horizontal stress directions in 
regions, Korea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도에 따른 측압계수 변화 범

위를 하한 경계식 및 상한 경계식을 이용하여 (7)~(9) 
식과 같이 도출하였다(Fig. 2 및 Fig. 3a 참조).



 

  (7)



 

  (8)



 

  (9)

이 결과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국 0~900 m 
범위의 460개 응력측정자료를 이용하여 얻어진 것이다. 
한편, 기존의 국내 관련 연구보고에는 심도 0~300 m 
범위의 비교적 천부에서 얻어진 약 60개의 응력측정 자

료를 이용하여 심도와 평균수평응력 측압계수의 관계

를 (10) 식으로 제안한 바가 있다(Choi et al, 2008). 



 

  (10)

본 연구에서 도출한 평균수평응력 측압계수 관계식인 

(9) 식과 이전에 보고된 (10) 식을 Fig. 3b에 비교하였

다. 적용범위를 1,000 m 심도까지 연장해 보면, 본 연

구에서 도출한 (9) 식은 타당성있는 수렴경향을 보이는

데, 이전의 (10) 식은 500 m 심도 부근부터 하한경계치

와 상한경계치가 서로 역전되는 오류를 보인다. 이는 

(10) 식이 0~300 m 심도의 비교적 적은 응력측정 자료

를 이용한 것이어서, 천부의 좁은 분포 경향만을 반영

하고 심부의 일반적인 측압계수 변화 양상까지는 고려

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측

압계수 관계식 (7)~(9)는 측정자료의 개수 및 심도범위 

측면에서 신뢰성있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

며, 이 관계식을 수 km 심도까지 연장하여도 타당성이 

있는 측압계수 수렴 양상을 보임을 알 수가 있다.

2.3 응력장 방향 분석

통상적으로 수직시추공을 이용한 수압파쇄시험으로

부터 2차원 응력해석에 의한 현지응력 측정에서, 시추

공 축방향과 평행한 종균열 발생 방향이 최대수평응력 

방향이 된다. 앞에 기술한 전국 82개 시험공의 441개 

수압파쇄 측정자료에서 얻어진 균열발생 방향 즉, 최대

수평응력 방향을 Fig. 4에 표시하였다. 한 개의 시추공

에서 심도별로 다수의 수압파쇄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심도별 시험구간에서 얻어진 유효 균열들의 평균 

방향을 해당 시추공 지역의 최대수평응력방향으로 결

정하여 적용하였다.
Fig. 4를 보면, 측정된 최대수평응력 방향은 범위가 

넓은 편이다. 이는 측정자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

고 또한 천부 자료가 많아서 지형 및 암반의 차이로 인

한 영향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평균은 N71ﾟE, 표준편차는 33ﾟ 정도로 나타났다. 즉, 
광역적으로 볼 때 평균 최대수평응력 방향은 동북동 방

향이며 주도적인 분포 방향은 NE~SE 범위에 있다. 
Fig. 4에서 천부지형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

는 200 m 심도 이내를 배제하고 그 하부 심도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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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orldwide stress-depth correlation equations

References Stress-depth correlation equations Remarks

Brown & Hoek (1978) 0.3 + 100/z < Kavg < 0.5 + 1500/z World (0～3000), 120 data

Cui et al. (2013)

KH = 0.92 + 250/z
Kh = 0.56 + 160/z
Kavg = 0.74 + 200/z
0.4 + 10/z < KH < 1.0 + 1300/z
0.3 + 10/z < Kh < 0.7 + 800/z
0.4 + 10/z < Kavg < 0.9 + 1000/z

China (0~4000 m), 1780 tests of HF and OC at 403 
boreholes

Haimson (1978) KH = 0.96 + 300/z
Kh = 0.64 + 80/z USA (0~5000 m), HF data 

Herget (1987)
KH = 1.46 + 357/z
Kh = 1.10 + 167/z
Kavg = 1.25 + 267/z

Canada (0~2500 m)

Kang (2010) Kavg = 0.7 + 116.5/z China (0~1300 m), 97 HF data in 49 coal mines

Li (1986) 0.3 + 100/z < Kavg < 0.65 + 440/z China(0~500 m)

Pahlavan et al. (2013) KH = 0.92 + 197.1/z
Kh = 0.48 + 96.4/z Sri Lanka (0~1000 m), 45 HF tests at 3 boreholes

Rummel (1986) KH = 0.98 + 270/z
Kh = 0.65 + 150/z 

World (500~3000 m), 500 HF tests in 100 boreholes 
at 30 locations

Zang et al. (2012) 1/3 < Kavg < 0.8 + 1200/z World (0~3500 m), Crystalline rock

보면, 최대수평응력방향이 조금 커지는 경향을 보이기

는 하는데(천부를 포함한 전체 평균인 NE~ENE 방향에

서 EW~ESE 방향으로 약간 전이되는 경향) 현재로서

는 깊은 심도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의미를 부여하

기는 어렵다. 
응력장의 지역적 차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도별로 응력장 방향을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다(Fig. 5). 
여기서 ALL은 전국 전체, GG는 경기도, GW는 강원

도, GB는 경상북도, GN은 경상남도, CB는 충청북도, 
CN은 충청남도, JB는 전라북도, JN은 전라남도이다. 
한반도 지체구조구별 구분이 지역별 특성 비교에 좀 더 

연계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 자료 분류 편의성을 고려해 

여기서는 행정구역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전체적으로 지

역적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서남쪽 지역

에서 약간 방향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 듯하다. 이를 

한반도의 지형적 특징 또는 지질이력과 관련있는 지체

구조구와 연계해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자료로는 그 

차이에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어서 앞으로 이에 대

한 추가적 분석은 필요할 것이다.

3. 국내 및 세계의 응력 분포 양상 비교

앞에서 도출한 국내 응력 분포 양상을 세계 각 지역

의 응력 분포 양상과 비교 분석하였다. 세계의 응력측

정 자료들은 수압파쇄법을 비롯해 응력개방법, 지진메

카니즘(focal mechanism), 단층 자료에 의한 응력텐서 

계산법 등에 의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가장 깊은 심도의 응력측정 사례는 독일의 KTB 공으로

서 9,000 m 심도이다(Te Kamp et al., 1995). 세계 전

체 또는 지역별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보고된 심도와 측

압계수 상관관계식들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z는 심도(m), 는 최소수평응력 측압계수, 는 최대

수평응력 측압계수, 는 평균수평응력 측압계수이

다. Brown 등(1978), Rummel(1986), Zang 등(2012)은 

세계 자료를 이용하여 응력 및 측압계수 양상을 분석하

였다. 또한 중국, 미국, 카나다, 동남아 등의 지역별 양

상을 분석 보고한 것들이 있다(Cui et al., 2013, Haimson, 
1978, Herget, 1987, Li, 1986, Pahlavan et al., 2013).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심도-측압계수 상관관계식인 

(7)~(9) 식과 Table 1에 나타낸 세계 지역별 상관관계

식들을 Fig. 6 및 7에 함께 도시하여 비교하였다. 심도-
평균수평응력 관계식을 보면(Fig. 6), 세계 전체 자료를 

이용한 Brown 등(1976) 및 Zang 등(2012)의 관계식이 

상대적으로 넓은 폭을 보였으며, 그 외 본 연구의 국내 

관계식 및 세계 지역별 관계식들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

다. Li(1986), Kang 등(2010), Cui 등(2013)의 관계식

들은 중국 자료들로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국내 관계식

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심도-최소수평응력 및 심도-



터널과 지하공간 463

(a) (a)

(b) (b)

Fig. 6. Comparison of average horizontal stress ratios between
Korea and worldwide regions. (a) Average horizontal
stress ratio, (b) Range of average horizontal stress ratio

Fig. 7. Comparison of min. and max. horizontal stress ratios 
between Korea and worldwide regions. (a) Min. 
horizontal stress ratio, (b) Max. horizontal stress ratio

최대수평응력 관계식을 보면(Fig. 7), Herget(1987)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였

다. 이들 비교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국내 심

도-측압계수 관계식은 기존의 세계 전체 또는 지역별로 

보고된 여러 심도-측압계수 관계식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으로써 본 연구의 도출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

하고 있다.

4. 한반도의 단층운동 및 지진 메카니즘을 통한 
광역적 응력장 전이 추이 분석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암반이 응력을 받으면 변형이 

일어난다. 이 변형이 일어나는 곳의 조건 즉, 변형이 일

어나는 곳의 온도 및 압력 조건에 따라 변형 양상이 다

르게 나타난다. 온도 및 압력이 높은 지하 심부에서는 

연성변형작용(ductile deformation)이 일어나 습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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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Geological map of southern part of Korea with faults 
which are solid black line (compiled from 
1:1,000,000 geological map, KIGAM, 1995)

(a)

(b)

Fig. 9. By the analysis of sedimentary basin, showing N-S 
the compression at Gongju basin (a) and WNW-ESE 
direction at Kyokpo basin (b) (Lee & Kim, 2003, 

연성전단대(ductile shear zone)와 같은 변형이 생기는 

반면에, 온도가 낮은 지각의 천부에서는 암반이 단지 

깨어지는 취성변형작용(brittle deformation)이 일어나 

절리나 단층과 같은 단열대가 형성된다. 즉 암반 내에 

발달하는 모든 깨어진 면들을 단열이라 하는데 암석의 

갈라진 틈을 중심으로 양쪽 암체에서 상대적 변위가 발

생하여 양 블록에 서로 이동한 것이 구조지질학에서 단

층이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반도에 발달하는 단층

들은 상대적으로 지각 천부에서 발생한 변형작용으로 

지질시대로 견주어 상부 중생대에서 신생대까지의 변

형작용들이다. Fig. 8은 남한에 발달하는 주요 단층들의 

분포를 1:100만 지질도 위에 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에 발달하는 주요단층 방향은 

남북에서 북동방향과 북북서방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반도에 발달하는 단층들 중에서 옥천대의 양방향에 

발달하는 북동에서 북북동방향의 단층과 한반도 동남

부 소위 양산단층대라 명명된 단층들은 거의 같은 방향

이다. 그러나 이들 단층의 운동감각은 각기 달라, 옥천

대 양쪽의 단층들은 좌수향의 주향이동단층인데 반해 

양산단층대의 것은 우수향의 주향이동단층이다. 즉 같

은 방향의 단층이 운동감각이 다르다는 것은 이들 단층

을 형성한 단층작용시 응력방향이 서로 다름을 말하고 

있다. 옥천대 양쪽 방향의 것은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이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거의 남북 방향의 주응력이 작용

하여야하며 양산단층대의 우수향 단층은 동서에 가까

운 횡압력이 작용하여야 이들 단층이 만들어진다. 이들

을 통해 한반도에는 중생대 백악기 초에서부터 신생대

에 걸쳐 주응력 방향들이 바뀌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시로 이들 단층운동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연구하여 지질시대 및 그 당시의 응력장들에 

대해 많은 구조지질학자들이 최근 20년 간 암반 내에 

발달하는 대소규모의 여러 단층들에대한 조사 연구 분

석이 수행되었다(Choi, 1991, Choi et al., 2002, 2007, 
Hwang, 1992, 1994, Lee & Kim, 2003, Lee, 2011).

한반도 지질시대에 따른 고응력장 방향에 대한 연구

로는 중생대 백악기 퇴적분지의 형성기구를 연구에 의

해 밝혀진 것(Lee & Kim, 2003, Lee, 2011)과 단층자

료를 이용한 응력텐서 계산방법에 의한 연구(Choi, 
1991, Choi et al., 2002, 2007, Hwang, 1992, 1994)로 

나눌 수 있다. 한반도의 남중부에 소위 옥천대의 양방

향에 북동방향의 좌수향 단층이 발달하며 이 단층을 따

라 소규모의 퇴적분지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들은 중

생대 백악기 말 시작된 주향이동단층 운동과 관련하여 

형성되었다. Lee & Kim(2003)은 이들 소분지 중 공주

분지의 분지발달사를 연구하면서 백악기 말 북동방향



터널과 지하공간 465

Lee, 2011)

Fig. 10. Summary of tectonic events of south-ea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fter Choi et al., 2002)

Fig. 11. Epicentral distribution of 18 earthquakes area and their 
simplified mechanism diagram (after Jun an Jeon, 2010)

Fig. 12. Changed compression(black arrows) and extension(white arrows) direction for the times

의 단층은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이며 이 단층은 한반도

에 그 당시 남북방향의 횡압력에 의해 형성됨을 제시하

였다(Fig. 9a). 또한 백악기 말에서 제3기초에 형성된 

격포분지의 발달은 거의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횡압력

에 의해 분지가 열렸음을 밝혔다(Fig. 9b) (Lee, 2011). 
이를 근거로 백악기 말에 이미 한반도에 작용한 주응력 

방향이 남북에서 서북서-동남동 방향으로 바뀌었음이 

알려졌다.
또한 단층자료를 이용한 응력텐서 계산법의 일차적 

원리는 단층운동은 단층면에 작용하는 최대 전단응력

의 방향과 일치하여 일어난다는 것인데, 단층면 상에서 

단층조선 및 단층의 운동감각을 야외에서 조사 분석하

여 응력방향을 도출한다. 이들은 단층면 상에 발달하는 

단층조선들의 상호 관계를 이용하여 단층작용의 발달 

시기를 알아내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에 의해 추출된 

결과가 Fig. 10이다(Choi, 2002). 이 그림에서도 중생대 

백악기 말에는 한반도에 남북방향의 압축력이 작용하

였으며 백악기 말 약 7000만년 경에 횡압력의 방향이 

바뀌어 졌으며 신생대 마이오세 말인 약 5백만 년 전 

한반도에는 동서방향의 압축력이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지질시대인 중생대에서 제3기에 걸쳐 한

반도에 작용한 고응력장 분석을 이용한 주응력방향 유

추와 함께 현생 즉 최근 한반도에서 관측된 지진자료를 

이용한 지진 메카니즘(focal mechansm) 분석을 통해 

한반도에 작용하는 응력장을 유추한 연구도 수행되었

다(Jun, 1991, Jun and Jeon, 2010). Fig. 11은 Jun 등
(2010)에 의해 18개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서 지진 메카

니즘(focal mechanism)를 이용한 지진단층면의 해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검은 부분은 압축을 흰 

부분은 인장을 나타낸다. 이들 지진단층면의 해를 종합

하여 현재 한반도에는 거의 동서 내지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횡압력이 작용함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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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3. Korea Stress Map. (a) Max. horizontal stress field from hydraulic fracturing and over-coring test data (this study), 
(b) Max. stress axis for the major earthquake (Jun and Jeon, 2010)

Fig. 14. In-situ stress fields of north-eastern Asia from World Stress Map (Heidbach, 2008)

한반도에 작용한 고응력장에 의한 연구결과를 종합하

면 중생대 백악기 말에는 남북방향의 압축력과 이에 상

응한 동서방향의 인장력이 작용하였다. 이 시기가 백악

기말에 이 응력장이 바뀌면서 신생대 마이오세 말에서 

플라이오세가 시작하는 약 5백만 년 전부터 한반도에는 

거의 동서방향의 압축력이 작용하였다. 또한 지진에 의

한 발진기구의 분석으로 현재 한반도에는 동북동-서남

서 방향의 압축력이 작용하고 있다(Fig. 12). 

5. 한국응력지도 및 세계응력지도 비교 검토

이상의 국내 현지응력 측정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도

출한 한반도 지역별 응력장 분포 양상을 Fig. 13a와 같

이 한반도 지도에 측정지역 위치별로 표시하여 한국응

력지도(Korea Stress Map)를 작성하였다. 한반도의 전

체적인 최대응력 작용 방향은 동북동 방향이며 지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동서 또는 동남동 방향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비교를 하면, 뚜렷한 차이는 아니지만 한반도 

동북부에서는 동북동 방향이 우세하고 서남부에서는 

동서 또는 동남동 방향으로 약간 전이함을 볼 수는 있

다. 한편, 본 연구의 한반도 응력장 결과와 비교를 위해 

근래의 지진 메카니즘 분석으로부터 유추한 응력장 자

료(Jun and Jeon, 2010)를 Fig. 13b에 나타내었다. 지진 

메카니즘 결과 역시 동북동 또는 동서방향의 최대응력 

방향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응력지도(World Stress Map)의 동북아시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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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추출하여 본 연구에서 작성한 한국응력지도와 

비교해 보았다(Fig. 14). 세계응력지도에 나타난 중국 

지역의 최대응력 방향은 우리나와 마찬가지로 동북동 

또는 동서 방향으로 되어 있다. 일본 지역의 경우, 동경

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은 최대응력 방향이 동북동 또는 

동서 방향이 우세하고 상대적인 응력 크기 측면에서는 

역단층 조건 즉, 최소 및 최대 수평응력이 수직응력보

다 큰 양상을 나타낸다. 동경 서쪽 지역은 최대응력 방

향이 동서 또는 동남동 방향이 우세하고 상대적인 응력 

크기 측면에서는 주향단층 조건 즉, 수직응력이 최소 

및 최대 수평응력의 사이에 있는 양상을 나타낸다. 한
반도의 서남 지역이 동북 지역에 비해 최대응력 방향이 

약간이나마 동서 또는 동남동 방향으로 전이되는 것은 

일본 지역의 양상과 어느 정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수십년간 국내 100여개 지역에서 측정된 460개 현지

응력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국내의 광역적 현지응력 분

포 패턴을 분석하고 이와 함께 한반도의 지질시대별 고

응력장 변화와 최근의 지진 메카니즘에 의한 응력장 추

정 결과를 통합하여, 한반도지역의 응력장 분포 패턴인 

한국응력지도(Korea Stress Map)를 작성하였다.
전체 현지응력 측정자료 분석에 있어서 수압파쇄법에 

의한 측정자료 및 응력개방법에 의한 측정자료 각각의 

심도-응력 분석 결과는 10% 이내의 차이로 유사한 패

턴을 보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두 방법에 의한 측정자

료를 통합하여 선형회귀분석기법을 통해 보다 신뢰도

가 높은 국내 심도-응력 관계식 및 심도-측압계수 관계

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심도-측압계수 

관계식은 전국 0~900 m 심도의 460개 측정자료를 이

용한 것으로서, 기존에 300 m 심도 이내의 수십 개 측

정자료를 이용하여 연구 보고된 기존의 심도-측압계수 

관계식이 갖는 심부 심도에서의 오류 및 적용 한계성을 

해결하는 것이다.
응력측정자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지하 천부 

심도의 자료가 많아서 지역, 지형 및 암반의 차이로 인

한 영향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최대수평응력 

방향 자료의 변화폭이 큰 것에서 알 수가 있다. 전체 측

정자료의 통계 분석에 의한 최대수평응력 방향의 평균

은 N71ﾟE, 표준편차는 33ﾟ 정도로 나타났다. 즉, 광역

적으로 볼 때 평균 최대수평응력 방향은 동북동 방향이

며 표준편차를 고려한 주도적인 분포 폭은 NE~SE 범
위에 있다. 지역적인 차이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한반도 

동북 지역에서는 동북동 방향이 우세하고 서남 지역에

서는 동서 또는 동남동 방향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다. 
한편, 한반도의 지질시대별 고응력장 및 지진 메카니즘

에 의한 응력장 추정에서도 최대압축응력이 동서방향 

및 동북동-서남서 방향으로서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응력지도(Korea Stress Map)를 

작성하였으며, 세계응력지도(World Stress Map)의 동

북아시아지역 부분을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세계응력지

도에 나타난 중국 지역의 최대응력 방향은 동북동 또는 

동서 방향이며, 일본 지역에서 동경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은 동북동 또는 동서 방향이 우세하고 동경 서쪽 

지역은 동서 또는 동남동 방향이 우세하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한반도 응력장 패턴과 같은 경향을 

보이며, 한반도의 서남 지역이 동북 지역에 비해 최대

응력 방향이 약간 동서 또는 동남동 방향으로 전이되는 

것은 일본 지역의 양상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세계 전체와 지역별 심도-응력 패턴 및 심도-

측압계수 관계식들과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도출된 

관계식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수 km 심도

까지 유추 적용하여도 타당한 범위의 응력 패턴 및 수

렴 양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이러한 심부심

도에 대한 실제 측정을 통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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