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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수압파쇄 미소지진 현장계측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셰일층

이 부존하는 현장을 선정하여 수압파쇄 실험 및 인공발파 실험을 실시하여 미소지진 계측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

장계측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수압파쇄시 계측된 미소지진 자료는 진폭이 0.001 mm/sec ~ 0.003 mm/

sec 정도로 그 에너지가 대단히 적었으며 주파수 내용은 5 Hz ~ 20 Hz 범위였다. 인공발파시 계측된 미소지진 자료는

수압파쇄보다 대단히 큰 진폭(0.011 mm/sec ~ 0.302 mm/sec)을 나타내었으며 주파수 범위도 5 Hz ~ 2 kHz로 넓게 나

타났다. 미소지진 현장계측 설계를 위해 이론적인 자료 및 현장 경험 등을 토대로 미소지진 현장계측에 적합한 센서 및

계측장비의 선정, 수진기 배열 또는 배치 범위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주요어: 셰일가스, 수압파쇄, 미소지진, 현장계측, 인공발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sure microseismic data acquisition technique for hydraulic fracturing imaging

at the site of shale gas development. For this, microseismic data acquisition was performed during hydraulic fracturing

and artificial blasting at a site bearing shale layers. Measured microseismic event data during the hydraulic fracturing

have the very small amplitude of 0.001 mm/sec ~ 0.003 mm/sec and the frequency contents of 5 Hz ~ 20 Hz range.

Meanwhile microseismic event data acquired during artificial blasting have the bigger amplitude (0.011 mm/sec ~ 0.302

mm/sec) than hydraulic fracturing event data and their frequency contents have the range of 5 Hz ~ 2 kHz. For

microseismic data acquisition design,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instrumentation including sensors and the recording

system, the determination of sensor array and the deployment range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theoretical data and

field application experiences.

Keywords: shale gas, hydraulic fracturing, microseismic, field data acquisition, artificial blasting

서 론

미소지진 모니터링은 미소지진의 진원에 대한 규모 및 위치

를 규명하기 위해 지표 또는 시추공에 센서를 설치하고 연속

적인 미소지진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소지진 모니

터링에 대한 연구는 1900년대 초에 광산기술자들은 채광 작업

과 연관된 미소지진을 감지하면서 시작되었다. 지하 채굴적 주

변의 응력 변화는 기존의 단층의 미끄러짐을 유발하거나 갱도

및 채굴적 벽에서의 응력 증가는 암반돌출(rock burst)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갱도 및 채굴적 붕괴는 광산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어 이들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미소지진

계측이 시작되었다(Gibowicz and Kijko, 1994). 전 세계의 많

은 광산에서 암반돌출 현상이 발생되었으며 광산개발로 인해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된 것은 규모 약 5 정도로 남아프

리카에 있는 심부 금광상이었다. 이러한 암반돌출에 대한 위험

성을 인지하면서 많은 광산에서 미소지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연구도 급속히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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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미소지진 모니터링 기술은 심부지열발전(EGS:

Enhanced Geothermal Systems)에서 수압파쇄에 의해 진행되

는 절리발달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1970년에 시작되었다.

지열에서 수압파쇄 작업은 지하에 있는 지열에너지에 의해 물

이 가열되고 순환되도록 하는 균열망을 만들기 위해 수행된다

(Evans et al., 1999). 여기서 수압파쇄에 대한 미소지진 모니

터링은 수압파쇄에 의해 형성되는 절리 발달상태를 파악함으

로써 지열발전에 사용되는 주입공과 연결성이 좋은 시추공의

천공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최근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

는 셰일가스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셰일가스 개발

에 있어 천연가스가 포집되어 있는 셰일층을 대상으로 수압파

쇄가 수행되는 데 여기서 수압파쇄는 시추공 주변으로 균열을

생성시켜 셰일가스 생산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셰

일가스 개발에 있어 수압파쇄에 의해 형성된 균열의 분포상황

은 셰일가스의 생산량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

균열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소지진 모니터링이 수행되어

야 한다. 

국내의 미소지진 모니터링 기술은 KURT 미소진동 모니터

링(Kim et al., 2009), 원유회수증진을 위한 microseismic

monitoring 기법 연구(Kim et al., 2010), 소규모 배열식 지진

관측소를 이용한 미소지진 관측에 대한 연구(Sheen et al.,

2013), 셰일가스 개발에서의 미소지진 모니터링(Lee et al.,

2014) 그리고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반침하

예측을 위한 미소진동모니터링 사업 등이 진행된 바 있다. 

이 연구는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수압파쇄 미소지진 모니터

링에 대한 현장계측기술 개발하고 그에 대한 설계의 최적화를

위해 충남 보령시 미산면에 위치한 현장실험장에서 수압파쇄

및 인공발파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미소지진을 감지

하기 위한 현장 계측을 수행하였다. 

현장실험장 개요

현장실험장은 충남 보령시 미산면에 위치한 셰일지층을 대

상으로 선정되었으며 Fig. 1은 항공사진에 현장실험 위치를 나

타내고 있다. 

Fig. 2는 이 지역의 지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질은 후기

트라이아스 ~ 전기 쥐라기 대동누층군의 퇴적암류 아미산층으

로 이 아미산층의 주 구성암층은 하부 사암/셰일대, 중부 사암

/세일대, 상부 사암대로 세분되며 현장실험은 중부 사암/셰일

지층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Fig. 3은 수압파쇄 및 인공발파 시 미소지진 계측을 위한 수

진기 배치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노란색 시추공에는 수직성

분 수진기(총 7개)를 심도 약 15 m에, 붉은색 시추공에는 3성

분 수진기(총 9개)를 각 시추공에 심도 약 45 m, 30 m, 15 m

에 설치하였다. 여기서 수진기는 모두 고유주파수(natural

frequency)가 4.5 Hz인 지오폰이 사용되었다. 파란색 시추공에

서는 수압파쇄 및 인공 발파가 실시되었다. 

미소지진 계측을 위해 시추공에 수진기를 삽입(Fig. 4(a) 참

조)하고 시추공벽과 수진기가 일체화되도록 시멘트로 그라우

팅을 실시하였다. 단성분 수진기 7개, 3성분 수진기 9개가 설

Fig. 1. Field site location for microseismic data acquisition.

Fig. 2. Geological map of the field site.

Fig. 3. Receiver deployment for microseismic data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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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됨으로써 총 34채널의 미소지진 데이터를 동시에 취득하기

위해 12채널 미소지진 계측장비가 3대 동원되었다. 

여기서 사용된 미소지진 계측장비는 지반침하 실시간 계측

을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개발된 것으로 24 bit A/D 변

환장치가 장착되었으며 각 채널당 최대 8 kHz 샘플링이 가능

한 것을 사용하였다. 

Fig. 4(b)는 미소지진 계측장비와 각 수진기에 연결된 데이

터 케이블을 연결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수압파쇄에

의한 미소지진 계측을 위해 지반조사 수압파쇄실험에 사용하

는 수압파쇄 장비를 사용(Fig. 4(c) 참조)하였으며 수압파쇄 후

에는 그 시추공을 이용하여 1 g 뇌관을 발파(Fig. 4(d) 참조)함

으로써 인공발파에 의한 미소지진 계측도 수행하였다.

탄성파 토모그래피를 이용한 현장

탄성파속도 분포 규명

미소지진 자료로부터 진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

해서는 그 현장 지반의 탄성파 속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 탄성파 속도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탄성파 토모그래피 탐사를 수행하였다. 사용된

두 개의 시추공은 수압파쇄공(발파공)과 M24 시추공(수진공)

으로 두 공간의 거리는 15 m이다(Fig. 3 참조). Fig. 5는 탄성

파 토모그래피 역산결과인 탄성파 속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지반의 암질 상태를 나타내는 TCR과 RQD도 동

시에 나타내고 있다. 수진기가 설치된 15 m 하부 구간의 P파

탄성파 속도는 대체로 4,500 m/sec ~ 5,500 m/sec 분포를 보

이고 있다. 특히 이렇게 불균질한 탄성파 속도분포를 보이는

경우에는 미소지진 진원지 역산시 정확한 탄성파 속도분포를

모델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원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는데

Fig. 4. Installation and preparation scenes for microseismic data

acquisition.

Fig. 5. Seismic tomographic result (P-wave velocity distribution),

TCR and R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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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수압파쇄 현장실험

현장 시험에 적용된 장비는 엔진 구동방식의 유압 와이어라

인 시스템(engine driven hydraulic powered wireline hydrofrac

system)으로 Fig. 6은 현장 시험 시스템의 모식도를 나타낸다.

수압파쇄공의 굴진 심도는 약 45.0 m이며 세일, 사암 등이

주 암종으로 분포하고 있다. 연약한 탄층과 탄질 셰일층의 영

향으로 코어 회수율(TCR)이 70% 이하로 낮은 구간이 많고 불

연속면의 매우 발달되어 시험 구간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

었다. 심도 42 m 상부 구간은 패커 장착이 어려워 하부 구간

에서 1개 지점(43.6 m)을 선정하여 단계적 가압에 의한 수리

자극시험을 수행하였다(시험구간 연장: 1.4 m). 수리자극시험

에 있어 원위치 암반 초기응력 성분과 강도 및 불연속면 특성

자료가 필수적이나 본 과업의 경우 제반 지반 정보의 부족으

로 모든 지반을 고려할 수는 없었으나 지반 내 초기응력 특성

은 2.0의 평균 측압계수값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압 시 적용할 최초 압력 수준을 약 1.5 MPa, 가압

단계 수는 6단계 이상 그리고 단계별 가압시간은 각각 50분과

13분으로 2회의 개별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7과 Fig. 8은 심도 43.6 m 지점에서 수행된, 가압시간

을 달리한, 수리자극 시험에서 획득된 단계별 압력-유량-시간

이력 곡선들을 나타낸다. 

시험공에서 측정된 압력, 유량의 단계적 변화 특성을 분석해

볼 때 암반 균열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날카로운 형태의 균

열 발생압력(breakdown pressure)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

아 암반내에 존재하고 있던 균열이 미끄러지거나 그 틈이 증

가하는 현상으로 판단되는 수리자극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

단된다. 

미소지진 측정장치 및 수진기 특성

Fig. 9는 이 연구에 사용된 미소지진 측정장치로 24 bit 고

분해능을 가지는 델타 시그마(delta-sigma) 변환 방식의 ADC

(analog-digital converter)를 적용하였으며, 고속 연산 및 신호

처리에 특화된 32 bit의 DSP (digital signal processing)와 빠

른 속도로 한클럭 안에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RISC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아키텍처 기반의 32 bit

ARM (advanced rise machines) 프로세서를 이용한 12채널의

미소지진 계측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장비의 사양은 Table 1

Fig. 6. Schematic view of engine driven hydraulic powerde

wireline hydrofrac system.

Fig. 7. Hydraulic fracturing results (depth 46.3 m, 50 min.).

Fig. 8. Hydraulic fracturing results (depth 46.3 m, 13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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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김중열 등, 2011).

이 연구에 사용된 미소지진 수진기는 GEOSPACE

Technologies의 Velocity geophone (GS-11D)으로 Fig. 10은 이

수진기의 주파수 반응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며, 수진기의 세

부 사양은 Table 2와 같다. 수진기의 damping 저항은 4.4 kΩ

을 사용하여 주파수 반응특성은 B 곡선에 해당한다. 

미소지진 수진기는 3 inch NX 규격의 시추공에 설치가 가

능하도록 제작되었으며 주변 전기적인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데이터 케이블은 차폐막 연선(twisted-pair shield cable)이

사용되었다.

 수압파쇄에 의한 미소지진 이벤트 계측 

상기 현장에서 수행된 2차례의 수압파쇄 시 미소지진 이벤

트는 총 74회 계측되었다. Fig. 11은 그들 중 2 개의 미소지진

자료(microseismic event data : 샘플링 간격 0.125 msec) 및

그에 대한 주파수 내용을 예시하고 있다. 대체로 미소지진 센

서에 도달된 미소지진 이벤트의 진폭은 0.001 mm/sec ~ 0.003

mm/sec 범위로 상당히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압파쇄에 의해 발생된 미소지진의 에너지가 매우 약할

뿐만 아니라 지반상태도 양호하지 않아 전달되는 탄성파 에너

지의 감쇠가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수압파쇄에 의해

측정된 미소지진 이벤트의 주파수 내용은 대체로 5 ~ 20 Hz

범위를 보이고 있다. 

상기 수압파쇄에 의한 미소지진 이벤트 자료는 에너지가 너

무 작은 관계로 P파 초동을 발췌하기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

니라 그 오차도 클 것이 예상되어 이를 이용한 미소지진 진원

의 역산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

하기 위해 본 현장실험에서는 인공발파(뇌관 발파) 실험도 수

행하였다. 

인공발파에 의한 미소지진 이벤트 계측 

인공발파 실험은 폭약 1 g 순발뇌관을 추에 장착(Fig. 12 참

조)하여 원하는 심도에 위치시키고 발파하여 그 신호를 설치

되어 있는 미소지진 센서에서 측정하도록 하였다. 

Fig. 13은 인공발파에 의해 계측된 하나의 미소지진 이벤트

자료와 그에 대한 주파수 내용을 예시하고 있다. 측정된 이벤

Fig. 9. Microseismic monitoring equipment.

Table 1. Specification of microseismic monitoring equipment.

Type Description

Number Channels/
Connector

12 Channel, connector for 
connecting the cable to sensor

Sample Interval 125 Hz up to 8 kHz

Frequency Range 0.1Hz up to Nyquist (4 kHz)

A/D Converter 24 Bit delta-sigma 

Processor 150 MHz DSP / 400 MHz ARM9

Data Storage 2 GByte SD Card (2 set)

Communication Ethernet / UART and WiFi

Power DC 12V / Battery pack

Time Synchronization GPS Module

Fig. 10. GS-11D seismic detector response curve (output vs.

frequency chart).

Table 2. Specification of GS-11D seismic velocity geophone.

Type Description

Natural Frequency 4.5 ± 0.75 Hz

Coil Resistance @ 25°C ± 5% 380 Ohms 

Intrinsic Voltage Sensitivity with 380 Ohm 
Coil ± 10%

0.81 V/in/sec 
(0.32 V/cm/sec) 

Normalized Transduction Constant (V/in/sec) 042 (sq.root of Rc)

Harmonic Distortion with Driving Velocity 
of 0.7 in/sec 

0.2% or less 

Height 1.32 in (3.35 cm)

Diameter 1.25 in (3.18 cm)

Weight 3.9 oz (11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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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진폭은 수압파쇄의 경우보다 훨씬 큰 0.011 mm/sec ~

0.302 mm/sec 범위의 진폭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대한 주파

수도 5 Hz ~ 2 kHz 의 넓은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Fig. 14는 인공발파에 의한 미소지진 이벤트의 P파 초동주

시가 발췌된 장면과 P파 초동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해를 찾

아가는 역산 진행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사용된 역산기

법은 반복적 비선형 역산(iterative nonlinear inversion) 기법인

Marquart-Levenberg 기법이 사용되었다. 역산 변수는 진원지

의 위치 x, y, z 좌표, 평균 P파 속도, 진원 발생시간 등 총 5

개의 변수이다. 

일반적으로 속도모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탄성파 속도

를 역산 변수로 사용하지 않지만 본 실험에서는 현장의 지반

Fig. 11. Examples of measured microseismic data and their amplitude spectra by hydraulic fracturing.

Fig. 12. Installation of 1g detonator.

Fig. 13. An Example of measured microseismic data and their amplitude spectra by artificial bl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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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속도모델을 3차원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려워 탄성파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Table 3에는 역산에 사용된 각

변수의 초기치, 역산결과, 실제 진원위치와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실제 진원과의 오차는 x 좌표 2.0 m, y 좌표 3.6

m, z 좌표 4.2 m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탄성파 토모그래피 결

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장의 지반의 탄성파 속도 분포가

불균질 하지만 이를 균질한 속도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장의 탄성파 속도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그만큼 진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

하는데 많은 오차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진원의 위치를 역산하는 방법은 크게 P파 초동

주시만을 이용하는 방법과 P파 및 S파 시간차(PS시)를 이용하

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P파 초동주시만 이용하는 경

우에는 단일성분의 수진기를 사용하여도 가능하지만 P, S파를

동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성분 수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역산에 P파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P

파가 가장 먼저 도달하기 때문에 P파의 초동주시를 발췌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S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일성분 수

진기로는 S파의 식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Fig. 15는 인

공발파시 3성분 수진기에서 계측된 자료를 예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P파의 입자움직임을 나타내는 hodogram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Fig. 16은 Fig. 15와 동일한 자료이며 여기서

는 S파 입자 움직임을 표현하는 hodogram을 표현하고 있다.

두 개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P파는 단일성분

Fig. 14. P-wave arrival picking and inversion procedure for artificial blasting microseismic events.

Table 3. Inversion results.

parameters
Source 
location

Initial value
Inversion 

result
error

x coordinate (m) 170046.8 170030.0 170044.8 2.0

y coordinate (m) 410944.9 410950.0 410941.3 3.6

z coordinate (m) 33.7 30.0 37.9 4.2

velocity (km/sec) − 5.0 4.0 −

Trigger time (msec) − 50.0 49.6 −

Fig. 15. An example of 3 component microseismic events and their

P hodograms by artificial blasting.

Fig. 16. An example of 3 component microseismic events and their

S hodograms by artificial bl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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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기에서 쉽게 인식되고 있지만 만일 z 성분 하나만 측정하

였다면 S파의 식별이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성분 수진기의 계측자료에서는 y-z축 평면에서 S파

의 입자움직임이 P파의 입자움직임과 90°의 위상차를 보이고

있어 S파의 식별이 용이하다. 따라서 미소지진 진원의 위치를

역산하는 방법으로 PS시(P파와 S파의 주시차)를 이용한 역산

방법을 채택한다면 반드시 3성분 수진기를 설치해야 한다. 한

편 PS시를 이용한 역산에는 현장 지반에 대한 정확한 P파 속

도와 S파 속도의 정보가 요구된다. 

미소지진 현장계측 설계에 대한 고찰

Maxwell (2014)은 수압파쇄시 미소지진 현장 계측에 작업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① 공학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미소지진 현장계측 설계

② 미소지진 센서와 계측장치 등 적절한 장비 선정

③ 주변 잡음을 최소화, 최적의 감도 등 자료의 질을 감안한

시스템 배치

④ 센서의 위치 결정

⑤ 종합적인 계측자 노트의 문서화

⑥ 보정을 위한 시험발파 기록

⑦ 주입시간과 미소지진 계측장치와의 시간 동기화

⑧ 주입기간 동안의 연속적인 계측

⑨ 계측장비의 주기적인 점검

⑩ 자료처리를 위한 미소지진 계측자료 전송

본 연구에서는 미소지진 현장 계측 작업 과정 중 미소지진

센서의 선정, 계측장비의 선정, 센서 배열 또는 배치에 대해 고

찰하였다.

Fig. 17은 수압파쇄시 일반적으로 감지되는 규모 –1과 규모

+1의 미소지진에 대한 이론적인 송신 스펙트럼(Maxwell et

al., 2013)을 보여주고 있다.

미소지진은 발생되는 규모에 따라 다른 주파수 내용을 가지

므로 이를 제대로 감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되는 주파수

대역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Fig. 17에서

는 주 주파수가 20 Hz인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광대역 주파

수를 감지할 수 있는 지진계가 센서로 적합하며, 주 주파수가

200 Hz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추공이나 지표 지오폰이 센서

로 적합함을 나타내고 있다. 

Fig. 18은 매질의 탄성파 감쇠지수 Q (seismic attenuation

factor Q)가 50인 경우 이론적으로 계산된, 진원과 수진기 간

의 거리에 따라 감쇠되는 진폭 스펙트럼을 통해 미소지진 전

달 효과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Maxwell et al., 2013). 거

리가 증가함에 따라 고주파수 내용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에너

지도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원과 수진기 간의 거

리가 증가할수록 나타나는 신호의 감쇠는 미소지진 이벤트 감

도(sensitivity)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림에 나타내고 있는 수

직선은 미소지진 계측 샘플링이 2 kHz (bule line)와 4 kHz

Fig. 17. Theoretical source velocity spectra for a magnitude –1

event with an expected dominant frequency of 200 Hz (brown) and

a magnitude +1 source with an expected dominant frequency of 20

Hz (yellow). Also shown is a standard borehole or surface-

geophone bandwith and a broadband seismometer (after Maxwell

et al., 2013).

Fig. 18. Theoretical source and attenuated spectra at different

offsets. Vertical lines represent anti-alias filters for 2 kHz (blue) and

4 kHz (brown) recording (after Maxwell et al., 2013).

Fig. 19. 3 kinds of sensor deployment area in case of depth 2 km

hydraulic fr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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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line) 인 경우의 Nyquist frequency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는 수압파쇄 위치와 수진기가 설치된 거리를 감안하

여 어느 정도 샘플링이 가능한 계측 장비를 선정해야 하는지

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Fig. 19는 수압파쇄가 심도 약 2 km 지점에서 수행되는 경

우, 3가지 지표 수진기 배열의 범위(0.5 km × 0.5 km, 1.0 km

× 1.0 km, 2.0 km × 2.0 km)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4는 Fig.

17의 3가지 수진기 배열에 대한 진원과 수진기 간의 최대 거

리 차와 암반의 P파 속도가 4,500 m/sec로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P파 초동주시 최대 차를 나타내고 있다. 수진기 배열이

0.5 km × 0.5 km 범위에 놓이는 경우, 진원과 발생원간의 최

대 거리 차는 29.8 m에 불과하며, P파 초동시간의 최대 차는

6.6 msec에 불과하다. 미소지진 계측장비의 샘플링 간격이 0.5

msec라고 가정하면 P파 초동주시 발췌오차가 단지 하나의 샘

플링 간격만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산술적인 오차는 약 7.5

%에 달한다. 반면 수진기 배열이 2.0 km × 2.0 km 범위에 놓

이는 경우에는 진원과 발생원 간의 최대 거리 차는 449.5 m이

며, P파 초동시간의 최대 차는 99.9 msec에 달하므로 상기와

같은 초동주시 발췌오차는 0.5 %에 불과하다(Table 4 참조).

이러한 결과는 미소지진 현장계측 설계 시 지표 수진기 배열

범위가 진원의 역산의 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진기 배열 범위

가 넓을수록 진원의 정확한 위치를 산출하는데 유리하지만 그

에 따른 경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공학

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미소지진의 진원 위치의 정확도와 경제

적인 측면에서의 타협을 통해 미소지진 현장계측에 대한 설계

를 수행해야 한다. 

Maxwell (2014)에 의하면 불행하게도 미소지진 현장계측에

대한 보편적인 최적의 설계방안을 이야기할 수 없으며, 단지

미소지진 현장계측에 대한 설계는 각 현장의 지구물리학적 특

성과 경제성과의 타협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

고 있다. 

상기 현장계측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1) 미소지진 센서를 선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센서 설

치 위치가 지표인지 시추공인지에 따라, 수압파쇄 위치로부

터 센서 간의 거리에 따라 센서에서 감지되는 주파수 대역

을 고려하여 broadband 지진계를 설치할 것인지 일반적인

지오폰을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미소지진 계측장비는 상기 센서에서 감지되는 주파수 대역

을 고려하여 알리아싱(aliasing)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

의 샘플링을 가질 수 있으며, 신호 대 잡음 비 향상을 위해

적어도 24 bit의 넓은 동작범위(dynamic range)를 갖는 장

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샘플링 간격은 P 및 S파 도달

시간 발췌시 근원적으로 오차가 수반되므로 수진기 배열내

최대 도달시간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그만큼 샘플링 간격도

좁혀야 한다. 

3) 지표에 센서를 배치하는 경우, 그 범위 선정 문제는 요구되

는 진원 위치의 정확도와 관계되므로 센서 배열 면적이 넓

을수록 보다 정확도가 향상되지만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하

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다양한 수진기 배열 범위에 대한 수

치모델링을 통해 요구하는 정확도 수준에서 최적의 범위를

선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현장 미소지진 모니터링 사례를

검토해 보면 대체로 진원의 심도에 따라 그 면적이 결정되

었다. 즉, 진원의 심도가 2 km이면 센서는 2.0 km × 2.0

km 정도의 범위에 배치되었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수압파쇄 미소지진 현

장계측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셰일지층이 부존하는 현장(충남

보령소재)을 선정하고 그 지역에서 수압파쇄 실험 및 인공발

파 실험 시 미소지진 현장계측을 수행하였다. 미소지진 센서는

4.5 Hz 지오폰을 사용하였으며 수직성분 센서 총 7개와 3성분

센서 총 9개(도합 34채널)를 수압파쇄공 주변에 설치하였다.

표토층이나 풍화암의 탄성파 감쇠 효과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모든 센서는 심도 약 15 m 하부에 설치하였다. 미소지진 현장

계측기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개발한 24 bit A/D 컨버터

가 장착된 12채널 계측장비 3대를 활용하였으며 측정을 위한

샘플링 간격은 0.125 msec이었다. 

수압파쇄는 심도 약 43.6 m ~ 45.0 m 구간에서 수행하였으

며 수압파쇄 시 취득된 미소지진 이벤트는 총 74회이었다. 대

부분 수압파쇄에 의한 미소지진 이벤트 자료는 5 Hz ~ 20 Hz

범위의 주파수 내용을 보이고 있으며 수압파쇄에 의한 미소지

진 에너지가 너무 약해 자료의 S/N비가 좋지 않아 P파 초동발

췌가 어려워 이를 이용한 진원지 역산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발파(1 g 순발뇌관 이용)에 의한 미

소지진 계측자료를 취득하였다. 인공발파에 의한 미소지진 진

폭은 수압파쇄에 비해 최대 약 100배 정도 크게 나타났으며,

그에 대한 주파수 내용도 5 Hz ~ 2 kHz의 넓은 범위를 보여

주었다. 

인공발파에 의한 미소지진 이벤트 자료의 P파 초동주시만을

Table 4. Comparison of maximum P arrival time differences and

maximum distance differences between source and receiver at

different sensor deployment areas as Fig. 19.

Sensor deployment 
area

Max. distance difference (m)
between Source and 

Receiver

Max. P arrival time
difference (msec)

2.0 km × 2.0 km 449.5 99.9

1.0 km × 1.0 km 121.3 26.9

0.5 km × 0.5 km 29.8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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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진원의 위치에 대한 역산을 수행하였다. 역산에 사용

된 기법은 비선형 반복적 역산기법인 Marquart-Levenberg 기

법이었으며, 지반의 탄성파 속도는 균질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역산결과 실제 진원과 위치 오차는 x 좌표 2.0 m, y 좌표 3.6

m, z 좌표 4.2 m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장 탄성파 토모그래피

의 분석결과와 같이 지반의 탄성파 속도분포가 상당히 불균질

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균질한 속도로 가정한 데 기인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진원의 정확한 위치 규명은 지반의 탄성파

속도분포에 대한 정보의 정확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미소지진 현장계측에 대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미소지진 센서는 그 설치 위치에 따라, 진원과 센서 간의 거

리에 따라 센서에서 감지되는 주파수 대역이 달라지기 때문

에 이를 고려하여 broadband 지진계나 일반적인 지오폰 중

결정하게 된다. 

2. 미소지진 계측장비는 계측자료에 알리아싱(aliasing)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샘플링을 가질 수 있으며, 신호 대 잡

음 비 향상을 위해 적어도 24 bit의 넓은 동작범위(dynamic

range)를 갖는 장비를 선정한다.

3. 지표에 센서를 배치하는 경우, 그 배치 면적이 넓을수록 보

다 진원 위치의 정확도가 향상되지만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치모델링을 통해 요구하는 정확도 수준에서

최적의 범위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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