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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인공송신원 전자탐사 분야에서 시추공 케이싱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케이싱을 전기 쌍극자 송신원의 집합으로 근사하는 방법에 기초하여 시추공 케이싱을 고려한 전자탐사 모델링 알고리듬

을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개발된 알고리듬을 이용해 시추공 케이싱이 측정되는 전자기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지열 저류층을 모사하는 합성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케이싱으로 인한 전자기반응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시추공 케이싱에 의한 전자기반응의 변화는 케이싱 주변부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며 송신원이 케이싱에 가

까워짐에 따라 크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수의 주입으로 인한 파쇄영역 형성에 따른 반응 분석을 통해, 송

신원과 케이싱이 충분히 멀 때에는 주입 후의 자료를 케이싱에 대한 고려 없이 역산하여 파쇄영역을 영상화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송신원과 케이싱이 가까울 때에는 시추공 케이싱에 의한 영향이 커지므로 이러한 접근이 불가능

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입 전과 후의 자료의 차이를 이용하면 케이싱을 고려하지 않는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러

한 다양한 연구는 모니터링 환경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선행될 때 가능하며, 이 연구에서 소개된 접근법 및 알고리듬이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인공송신원 전자탐사, 시추공 케이싱, 수치모델링, 모니터링

Abstract: Recently, steel casing became an interesting issue when applying controlled-source electromagnetic (EM)

method to various fields because effects of steel casing on EM responses are not negligible. This study employed an

approach that approximates the steel casing as a series of electric dipole sources in order to develop the numerical

algorithm for the efficient simulation of EM responses in the presence of steel casing. After verifying the validity of

the developed algorithm, we analyze effects of steel casing on EM responses with the synthetic model simulating

geothermal reservoir environment.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effects of steel casing on EM responses are localized

near the casing and increase as the transmitter becomes close to the casing. In addition, through the analysis on the

EM responses by the injection of clean water, we confirm that the effects of casing are negligible when interpreting the

after-injection data acquired using the transmitter located far enough from the casing.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EM

responses between before and after injection in inversion, the effects of the casing can be neglected although after-injection

data shows considerable difference due to the close distance between the transmitter and casing. To investigate this kind

steel casing effect, the precise analysis on EM responses should be preceded. The algorithm introduced i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reliable calculations of EM responses distorted by the conductive steel c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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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인공송신원 전자탐사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연구 분야

중 하나는 시추공 케이싱과 관련된 분야이다. 이는 유가스전의

탐사, 석유회수증진 모니터링,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모니터링

등을 위해 전자탐사가 활용되는 경우에, 전기전도도가 매우 큰

(106-107 S/m) 시추공 케이싱이 관심이 되는 영역에 매우 근접

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전기전도도를 가지는 시추

공 케이싱은 전자기반응을 변화시키며, 때로는 대상 이상체로

부터 발생된 반응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케이

싱을 정확히 고려하여 전자기반응을 예측하고, 관심이 되는 대

상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는 것은 전자탐사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추공 케이싱을 정확히 고려한 수치모델링 및 해석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러한 문

제들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케이싱의 전기전도도가 일반적

인 지하매질의 전기전도도(10−3-101 S/m)와 비교하여 매우 큰

값을 보이며 크기는 전체 계산영역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한차분법

(Commer et al., 2015), 유한요소법(Um et al., 2015), 유한체

적법(Haber et al., 2016) 등의 수치모델링 방법을 이용해 케이

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

한 접근법은 큰 전기전도도 및 얇은 두께를 다루기 위해 매우

작은 크기의 격자를 필요로 하므로 수치적 계산비용이 매우

커진다는 한계가 있다. 다른 접근법으로는 케이싱을 전기 쌍극

자 송신원의 집합으로 근사하여 그 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Swidinsky et al., 2013; Tang et al., 2015; Oh et al.,

2017). 이 접근법은 격자를 작게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장점으로

인해 효율적이나, 실제 케이싱의 크기, 모양, 휘어짐 등을 정확

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휘어진 케이싱(Kohnke et al., 2016)이

나 여러 개의 케이싱(Patzer et al., 2017)을 고려할 수 있는 연

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시추공 케이싱을 고려한 전자탐사

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한 예시로, 미소진동 자료는

저류층의 수압파쇄로 자극된 저류층 부피(stimulated reservoir

volume, SRV)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미소진동 자

료의 경우 주입된 프로판트(proppant)의 분포 및 균열의 연결

성을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

해 Hoversten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시간영역 전자탐사를

활용하여 시추공 케이싱이 있는 경우에 주입된 전도성 프로판

트(conductively enhanced proppant)의 영상화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직접적인 균열의 연결성 파악 및 보다 정확한 자극

된 저류층 부피를 예측하였다. 또한, 시추공 케이싱을 고려한

전자탐사는 저류층의 민감도 향상(Patzer et al., 2017) 및 석유

포화도의 모니터링(Tietze et al., 2015)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추공 케이싱을 수직 전기 쌍극자 송신원의

집합으로 근사하는 접근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알고리듬을 상용 소프트웨어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개발된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시추공 케이싱이 전자기반

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열 저

류층을 모사한 합성모델을 구성하여 시추공 케이싱이 존재하

는 환경에서의 전자기반응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수압파쇄를

위해 청수를 주입함에 따른 전자기반응의 변화 양상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 환경에서 시추공 케이싱이 전자탐사 자료의 획

득과 해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시추공 케이싱을 고려한 전자탐사 

수치모델링 알고리듬

이 연구에서는 시추공 케이싱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Tang

et al. (2015)에 의해 발표된 방법을 바탕으로 개발된 전자탐사

수치모델링 알고리듬(Oh et al., 2017)을 사용하였다. 이 알고

리듬은 시추공 케이싱을 수직 전기 쌍극자 송신원의 집합으로

대체하여 이 송신원들의 전류 분포를 결정한 후 케이싱에 의

한 전기장을 계산하고 이를 송신원에 의한 전기장과 합하여

이차장 정식화로 표현된 지배방정식의 일차장을 구성함으로써

케이싱을 포함한 3차원 모델에 대한 전자기장을 계산한다. 이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Fig. 1과 같이 L의 길이

를 갖는 시추공 케이싱이 반 무한매질에 수직적으로 존재할

때, 케이싱의 전기전도도(σc)는 반 무한매질의 전기전도도(σb)

보다 매우 크고, 케이싱의 길이는 수평적 크기에 비해 매우 큼

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케이싱의 효과를 수평 방향의 전류는

무시한 채 균질한 수직 전류 밀도만을 가지는 작은 부분들의

분포로 대체할 수 있으며(Schenkel and Morrison, 1990), 따라

서 각 부분의 수직 전류 분포가 결정된다면 임의의 위치에서

의 케이싱에 의한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Fig. 1. Half-space model with a vertical borehole casing. The

casing is installed from surface to a depth of L. Conductivities of

the half-space and borehole casing are σb and σ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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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의 수직 전류 분포를 계산하기 위해, 케이싱을 dz의

길이를 가지는 N개의 작은 부분들로 나누고 그 중 i번째 부

분을 Fig.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케이싱의 외경은

a로, 내경은 b로 표시되어 있으며, zc는 z방향으로의 중점을

나타낸다. 각 부분의 수직적 전류 밀도(Jzi)는 그 부피 내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한 후, 각 부분의 전류를 Ii로, 단면적을

로 표시하면, 수직 전류 밀도는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1)

옴의 법칙에 의해 i번째 부분의 수직 전기장은 식 (2)와 같

이 표현될 수 있고,

(2)

반 무한매질과 i번째 부분의 경계에서의 전기장의 접선성분은

항상 연속하므로, 식 (3)을 도출할 수 있다(Tang et al., 2015).

(3)

여기서, ΔVj는 j번째 부분의 부피를 나타내며, Gzz는 배경매질

에서의 z방향의 전기 쌍극자 송신원(xj, yj, zj)에 의한 수신

위치(xi, yi, zi)에서의 z방향 전기장을 나타내는 Green 함수이

다. 는 케이싱이 없을 때, 배경매질에서의 송신원에 의한

z방향 전기장을 나타낸다. 즉, 식 (3)의 좌변은 i번째 부분의

외부 전기장의 접선성분을 의미하며, 우변은 내부 전기장의 접

선성분을 의미한다. 식 (3)을 수직 전류 밀도에 대해 정리하면

식 (4)와 같은 행렬식으로 표현된다.

(4)

여기서, A는 N개로 나눈 케이싱의 각 부분 사이의 상호작용

을 나타내는 행렬이며, J는 각 부분의 수직 전류 밀도를 나타

내는 열벡터이다. 또한, Ein는 배경매질에서의 송신원에서 케

이싱의 나누어진 각 부분의 중점으로의 전기장을 나타내는 열

벡터이다.

반 무한매질에서의 식 (3)의 Green 함수는 다음과 같으며

(Raiche, 1974), 

(5)

여기서, 

이고, 이다. 이

Green 함수를 바탕으로 행렬 A의 대각성분을 나타내면 식 (6)

과 같이 표현된다.

 (6)

다음으로 행렬 A의 비대각성분은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여기서, zi와 zj는 각각 i번째 부분의 z방향 중점과 j번째 부

분의 z방향 중점을 의미한다(Tang et al., 2015).

시추공이 해양환경에 설치된 경우에는 바다를 포함하는

수평 2층구조(공기, 바다, 지층)에 대한 Green 함수를 이용

해야만 좀 더 정밀한 계산이 가능해지며 이 경우에 행렬

A는 달라지게 된다. 반 무한매질에서 식 (6)으로 표현되었던,

행렬 A의 대각성분이 식 (8)과 같이 달라지게 된다(Oh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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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ith segment of the casing in Fig.

1. The outer and inner radii are a and b, respectively. The vertical

coordinate of the segment center is expressed as zc and its length

is 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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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기서, , 

이다. 수평 2층구조에서 공기, 바다, 지층의 순서로 0층, 1층,

2층이며, σj는 j번째 층의 전기전도도이다. 또한, h는 바다의

두께이다. 유사하게 행렬 A의 비대각성분은 식 (9)와 같이 표

현될 수 있다.

(9)

위와 같은 행렬 A의 구성을 위해서는 정밀한 수치적분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 수치필터보다 정확도가 높은 Gaussian

quadrature (Chave, 1983) 적분법을 이용하였다.

식 (4)의 행렬식을 풀어 결정된 케이싱 각 부분의 수직 전류

밀도를 바탕으로 임의의 위치에서의 케이싱에 의한 전기장은

식 (10)과 같이 표현된다(Swidinsky et al., 2013).

 (10)

여기서, 는 케이싱에 의한 j방향의 전기장을 나타내며,

Gjz는 배경매질에서의 z방향의 전기 쌍극자 송신원(xi, yi, zi)에

의한 수신 위치(xa, ya, za)에서의 j방향 전기장을 나타내는

Green 함수이다. 식 (10)을 이용해 계산된 케이싱에 의한 전기

장을 송신원에 의한 전기장(Ein)과 합하면, 식 (11)과 같이 지

배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편미분방정식에서의 일차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다.

 (11)

여기서, Es와 는 각각 이차전기장과 일차전기

장을 나타내며, ω, μ0, σ는 각각 각주파수, 진공에서의 투자율,

그리고 전기전도도를 의미한다. 또한, Δσ = σ − σp이며, σp는

시추공을 포함한 배경매질의 전기전도도이다. 즉, 시추공 케이

싱을 고려한 전자탐사 수치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Fig. 3

과 같은 흐름도에 의해 임의의 위치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하여

야 한다. 이 알고리듬의 경우, Chung et al. (2014)에 의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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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chart of electromagnetic modeling algorithm considering borehole casing.

Fig. 4. Two-layered earth model with a borehole casing. The casing

is approximated as a full cylinder with a radius of 1 m and a length

of 500 m. The conductivities of ocean, lithosphere, and borehole

casing are 3, 1, and 18,000 S/m, respectively. A 20 Hz horizontal

electric dipole (HED) source is located 20 m above the seafloor and

500 m left from the center of casing.



220 오석민·노규보·설순지·변중무

발된 3차원 전자탐사 수치모델링 알고리듬을 기본으로 하여

케이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알고리듬의 검증

사용된 알고리듬의 검증을 위하여 Fig. 4와 같은 수평 2층구

조 모델을 구성하여 상용 소프트웨어인 COMSOL Multiphysics

와 비교해보았다. 바다와 지층의 전기전도도는 각각 3 S/m와

1 S/m이고, 바다의 두께는 200 m이며, 케이싱의 길이는 500

m이다. 다만, COMSOL Multiphysics를 사용할 때의 수치계산

한계로 인해 케이싱의 실제적인 외경과 내경을 고려하는 대신,

반경 1 m의 꽉 찬 원통으로 케이싱을 근사하였고 원통의 단

면적이 실제 케이싱의 경우에 비해 커짐에 따라 전기전도도는

18,000 S/m로 감소시켜 사용하였다. 수평 전기 쌍극자 송신원

(Jx)은 해저면으로부터 20 m 상부에,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케

이싱의 중심으로부터 왼쪽으로 500 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

으며, 송신주파수는 20 Hz이다.

Fig. 5는 케이싱의 중심 위치에서 z방향으로의 수직 전류 밀

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실선이 상용소프트웨어인 COMSOL

Multiphysics를 사용해 계산한 결과이며, 원으로 표시된 것이

이 연구에서 사용한 알고리듬을 이용해 도출한 결과이다. 바다

에서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적

으로 두 결과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결과에서 동일하게 바다와 지층의 경계에서 전기비저항의

변화로 인해 전류 밀도의 양상이 급격히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된 수치모델링 알고리듬이 시추공 케이싱

을 정확히 모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열 저류층 모델을 이용한 시추공 

케이싱의 효과 분석

시추공 케이싱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Fig. 6과 같은 지열

저류층을 모사하는 합성모델을 구성하였다. Figs. 6(a)와 (b)는

모델의 xz−, xy− 평면을 각각 나타내고 있으며, 상부퇴적암과

기반암으로 구성된 지하매질의 기반암에 수압파쇄를 위해 청

수를 주입하여 파쇄영역이 형성된 상황을 모사하고 있다. 상부

퇴적암과 기반암의 전기비저항은 각각 100, 1000 ohm·m이고,

청수 주입으로 인해 형성된 파쇄영역의 전기비저항은 200

ohm·m를 가정하였다. 시추공 케이싱의 경우 지표에서부터 지

하 1100 m까지 연장되어 있으며, 지표부터 900 m까지는 탄소

강 재질을 가정하여 전기전도도를 107 S/m로 설정하였고, 900

~ 1100 m는 주입이 되는 구간으로서 섬유유리 재질을 가정하

여 실제 수치모델링에서는 케이싱이 없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케이싱을 수직 전류 밀도만을 가지는 부분들의 집합으로

근사하는 알고리듬의 특성상 케이싱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위

치(주파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약 수십 미터 이내)에서는 근사

의 오차로 인해 전기장이 정확히 계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케이싱의 외경과 내경은 각각 7 inch와 6.184 inch로

설정하였다. 또한, 케이싱과 송신원과의 거리에 따른 케이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케이싱의 중심 위치(0 m, 0 m, 0 m)를

기준으로, 송신원의 위치를 각각 (−1500 m, 0 m, 0 m),

(−1000 m, 0 m, 0 m), (−100 m, 0 m, 0 m)로 설정하였다. 파

쇄가 일어나는 심도를 고려하여 송신원의 주파수는 1 Hz와 50

Hz로 설정하였으며, 1 Am의 수평 전기 쌍극자를 사용하여 수

치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시추공 케이싱에 의한 전기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파쇄가 수행되기 전인 모델에 대해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1

Fig. 5. Comparison between the vertical current densities along the

cylinder computed from using the developed algorithm in this study

and COMSOL Multiphysics. Open circles and solid line ar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and COMSOL Multiphysics, respectively.

Fig. 6. (a) Xx− and (b) xy− planes of a synthetic model simulating

geothermal reservoir with a borehole casing. The casing consists of

two parts: one is made of carbon steel with a conductivity of 107

(0 ~ 900 m) while the other fiberglass with zero conductivity (900

~ 1100 m). The resistivities of overburden, basement, and fractured

zone are 100, 1000, and 200 ohm·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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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z 송신원에 대한 x방향 전기장의 xz−평면을 Fig. 7에 나타

내었다. Fig. 7의 1열(a, d, g)과 2열(b, e, h)은 각각 케이싱을

고려하였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를 나타내며, 3열(c, f, i)

은 그 둘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1행(a-c), 2행(d-f),

3행(g-i)은 각각 케이싱과 송신원의 거리가 1500 m, 1000 m,

100 m일 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모든 그림에서 나

Fig. 7. The xz− plane (y = 0 m) showing magnitudes of horizontal electric fields (Ex) for the synthetic model shown in Fig. 6 without the

fractured zone for a 1 Hz source. The left column, (a, d, g), describes Ex when the casing exists, and the center column, (b, e, h), shows Ex

when the casing does not exist. The right column, (c, f, i), expresses the difference between results of the left and center columns. The top

row, (a-c), shows results for a source located at (−1500 m, 0 m, 0 m), and the middle row, (d-f), represents results for a source located at

(−1000 m, 0 m, 0 m), and the bottom row, (g-i), indicates results for a source located at (−100 m, 0 m, 0 m).

Fig. 8. The xz− plane (y = 0 m) showing magnitudes of horizontal electric fields (Ex) for the synthetic model shown in Fig. 6 without the

fractured zone for a 50 Hz source. The left column, (a, d, g), describes Ex when the casing exists, and the center column, (b, e, h), shows

Ex when the casing does not exist. The right column, (c, f, i), expresses the difference between results of the left and center columns. The

top row, (a-c), shows results for a source located at (−1500 m, 0 m, 0 m), and the middle row, (d-f), represents results for a source located

at (−1000 m, 0 m, 0 m), and the bottom row, (g-i), indicates results for a source located at (−100 m, 0 m, 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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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800 m 깊이의 실선은 상부퇴적암과 기반암의 경계를 표

시하고 있다. 모든 송신원에 대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케이싱의 존재로 인해 케이싱 주변에서 전기장의 큰 변화가

나타난다. 케이싱으로 인한 전기장의 차이(Figs. 7(c, f, i))에서

그 효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송신원과 케이싱이 가까

워짐에 따라 그 효과가 크고 광역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Fig. 9. The xz− plane (y = 0 m) showing magnitudes of horizontal electric fields (Ex) assuming the casing does not exist for a 1 Hz source.

The left column, (a, d, g), describes Ex before the injection, and the center column, (b, e, h), shows Ex after the injection. The right column,

(c, f, i), expresses the difference between results of the left and center columns. The top row, (a-c), shows results for a source located at

(−1500 m, 0 m, 0 m), and the middle row, (d-f), represents results for a source located at (−1000 m, 0 m, 0 m), and the bottom row, (g-i),

indicates results for a source located at (−100 m, 0 m, 0 m).

Fig. 10. The xz−plane (y = 0 m) showing magnitudes of horizontal electric fields (Ex) assuming the casing exists for a 1 Hz source. The left

column, (a, d, g), describes Ex before the injection, and the center column, (b, e, h), shows Ex after the injection. The right column, (c, f, i),

expresses the difference between results of the left and center columns. The top row, (a-c), shows results for a source located at (−1500 m,

0 m, 0 m), and the middle row, (d-f), represents results for a source located at (−1000 m, 0 m, 0 m), and the bottom row, (g-i), indicates

results for a source located at (−100 m, 0 m, 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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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magnitudes of horizontal magnetic fields (Hy) at monitoring borehole for a 1 Hz source. The first and second columns represent

the responses of before and after injection when the casing exists and does not exist, respectively. The third column directly compares the

responses after injection due to the existence of casing. The fourth column compares the differences of the magnetic field between before

and after injection when casing exists and does not exist. The top row, (a-d), shows results for a source located at (−1500 m, 0 m, 0 m),

and the middle row, (e-h), represents results for a source located at (−1000 m, 0 m, 0 m), and the bottom row, (i-l), indicates results for a

source located at (−100 m, 0 m, 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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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Fig. 8은 50 Hz 송신원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1 Hz 송신원에 대한 결과(Fig. 7)와 비교하였을 때 전

기장이 보다 빠르게 감쇠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적

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광대역 주파수를 사용하

지 않는 경우에는 케이싱의 유무에 따른 전기장의 변화는 송

신원의 주파수보다는 케이싱과 송신원의 거리에 더 민감한 것

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결과에서는 1 Hz 송신원에 대한 결과

만을 나타내었다.

우선적으로 파쇄영역 형성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케

이싱을 고려하지 않고 파쇄 전, 후의 전기장을 비교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9의 1열(a, d, g)과 2열(b, e, h)은 각각 파

쇄 전, 후의 전기장을 나타내며, 3열(c, f, i)은 그 둘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1행(a-c), 2행(d-f), 3행(g-i)은 각각 주

입되는 곳으로부터 송신원의 거리가 1500 m, 1000 m, 100 m

일 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청수의 주입으로 인해 파쇄영

역에서 전기장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변화는

파쇄영역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빠르게 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Figs. 9(c, f, i)). 다만, 송신원과 파쇄영역의 거리가 가까

워짐에 따라 주입에 따른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양상들은 Fig. 10에 나타낸 케이싱이 존재할 경우

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다만 케이싱으로 인해 파쇄영역 주변

의 전기장이 보다 불균질하게 변화함을 알 수 있다(Figs. 10(c,

f, i)).

지금까지 케이싱의 유무에 따른 지하 매질내의 전체적인 전

기장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케이싱이 없는 모니터링

시추공에서 측정한 자기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주입이 이루어

지는 시추공에 존재하는 케이싱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주입 시추공으로부터 수평적으로 300 m 떨어진

위치(300 m, 0 m, 0 m)에 섬유유리 케이싱으로 구성된 모니

터링 시추공을 가정하였고, 상업용 센서를 사용할 시 센서의

민감도가 약 8·10-8 A/m로 나타나므로(Schlumberger, 2008) 그

이하를 센서의 잡음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전기 쌍극자 송신

원의 모멘트는 1000 Am로 설정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1은 수치실험에서 얻은 모니터링 시추공에서의 y방향 수

평 자기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모든 그림에서 나타난 주황색

실선은 센서의 민감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11의 1열(a, e, i)

과 2열(b, f, j)은 각각 케이싱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

의 주입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3열(c, g,

k)은 주입 후 자료의 케이싱 유무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

다. 마지막으로 4열(d, h, l)은 케이싱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 주입 전과 후의 자기장의 차이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1행(a-d), 2행(e-h), 3행(i-l)은 각각 케이싱과 송신

원의 거리가 1500 m, 1000 m, 100 m일 때의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우선, 케이싱과 송신원의 거리가 1500 m일 때의 결과(Figs.

11(a-d))를 살펴보면, 청수 주입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가 약

400 ~ 1200 m 심도에서만 센서의 잡음보다 크게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고(Figs. 11(a, b)), 이는 파쇄영역과 가까운 위치에

서 유의미한 자료가 획득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케이싱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의 주입 후 측정된 자기장을 비

교해보면 그 차이가 센서의 잡음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데(Fig. 11(c)),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시추공 케이싱이 존재하는 실제 현장에서 주입 후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파쇄영역에 대한 영상화를 수행한다면, 케이싱을 고

려하지 않고도 주입에 따른 파쇄영역을 영상화하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케이싱과 송신원의 거리가

1000 m일 때의 결과(Figs. 11(e-h))에서는 앞서의 경우와 비교

하여 보다 넓은 측정위치(300 ~ 1200 m)에서 센서의 잡음수

준보다 큰 자료를 얻을 수 있다(Figs. 11(e, f)). 그러나 Fig.

11(g)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다 가까운 송신원과의 거리로

인해 케이싱에 유도되는 전자기장이 커짐에 따라 주입 후 측

정되는 자기장이 케이싱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대

부분의 측정위치에서 센서의 잡음수준보다 크게 나타난다. 따

라서, 이 경우에 주입 후의 자료만을 이용해 파쇄영역을 영상

화하고자 한다면 케이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Fig. 11(h)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입 전과 후

의 자료의 차이는 케이싱의 유무에 따라 매우 작은 수준의 차

이를 보이므로 모니터링 상황에서 주입 전과 후의 자료의 차

이를 역산의 자료로 이용한다면 케이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일반적인 해석 프로그램으로도 파쇄영역에 대한 영상화 및 해

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Figs. 11(i-l)에 케

이싱과 송신원의 거리가 100 m일 때의 결과가 나타나 있으며,

송신원과 파쇄영역이 가까워짐에 따라 거의 모든 측정위치에

서 센서의 잡음보다 높은 수준의 주입 전후 차이를 보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Fig. 11(i)). 또한, 송신원에 의한 케이싱에

서의 전자기장 유도가 가장 커짐에 따라 주입 후의 자료에서

케이싱의 영향도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Fig. 11(k)). 그러나

이 경우에도 Fig. 11(l)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입 전과 후의 자

료의 차이를 이용한다면 케이싱에 대한 고려가 없이도 파쇄영

역을 영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송신원과 케이

싱, 그리고 수신기의 위치관계, 송신원의 주파수와 쌍극자 모

멘트, 사용하는 센서의 민감도에 따라 분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주변 매질에 비해 높은 전기전도도와 작은

크기로 인해 수치모델링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시

추공 케이싱을 고려할 수 있는 접근법을 소개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개발된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케이싱이 존재하는 환경

에서의 전자탐사 반응을 계산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사용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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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듬은 케이싱을 균질한 수직 전류 밀도를 가지는 전기 쌍

극자 송신원의 조합으로 대체하여 케이싱에 의한 효과를 모사

하므로 유한차분법, 유한요소법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직접적

으로 케이싱을 고려하는 접근법보다 전자기장 계산 시에 효율

적이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자탐사 자료의 역산 시

에는 시추공 케이싱을 포함한 배경매질에 대한 일차전기장을

한번만 계산하면 되므로, 매우 작은 격자로 인해 매 반복 시마

다 큰 시간이 소요되는 직접적인 접근법과 비교하여 확연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현장에 설치된 시추

공 케이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심도마다 달라지

는 케이싱의 두께, 부식에 따른 전기비저항의 변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열 저류

층을 모사하는 합성모델을 구성하여 케이싱의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케이싱이 존재할 경우, 존재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

여 케이싱 주변에서 전기장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

고, 이러한 변화는 송신원과 케이싱이 가까워짐에 따라 크게

나타나며,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쇠 정도가 더 커지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니터링 시추공에서의 자기장 분석을

통해 송신원이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케이싱에 대한 고려 없

이 주입 후의 자료만을 이용해 파쇄영역에 대한 영상화가 가

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송신원이 가까워짐에 따라 케이싱의

영향이 커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케이싱을 고려하여야만 파

쇄영역에 대한 타당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모니터링 상황에서 주입 전과 후의 자료의 차이를 사용한다면

케이싱을 고려하지 않고도 파쇄영역의 영상화가 가능할 수 있

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예측은 모니터링 환

경에서의 송신원과 케이싱, 수신기의 위치관계, 사용되는 송신

원의 주파수와 쌍극자 모멘트, 센서의 민감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수치모델링 알고리듬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추공 케이싱이 존재할 때의 환경

에 대한 수치모델링 및 결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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