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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파 및 S파의 초동주시를 활용한 역산기법들을 통해 미소지진 모니터링의 진원위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

해 시추공 3성분 수진기를 이용한 현장실험이 수행되었다. 3성분 수진기의 수평 x 성분을 자북방향으로 정렬시키고 중추

낙하형 발생원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계측자료의 P파 초동의 입자움직임으로부터 진원의 방향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한편

계측자료에서 S파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도 편극필터의 적용으로 S파의 초동주시를 발췌할 수 있었다. P파 초동주시만

을 이용한 역산기법은 진원위치에 대한 초기치가 진원으로부터 크게 이격되면 국부적인 최소값으로 수렴하여 정해를 찾

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파와 S파의 초동주시 차이를 이용한 진원위치 결

정방법과 P파 초동주시만을 이용한 역산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결과 진원위치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주요어: 미소지진 모니터링, 진원위치, 초동주시 역산, 편극필터, 시추공 3성분 수진기

Abstract: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microseismic epicenter location through the inversion techniques using P

and S wave first arrivals, field experiments of microseismic monitoring were performed using borehole 3-component

geophones. The direction of epicenter was estimated from the hodograms of P-wave first arrivals through the weight drop

experiments in which the x component of 3-component geophone was aligned to the magnetic north. The picking of S

wave first arrival was possible in the polarization filtered data even if S waves are difficult to be identified in raw data.

The inversion technique using only P wave first arrival times can often converge to the local minimum when the initial

values for epicenter are largely apart from the true epicenter, so that the correct solution can not be found. To solve

this problem, the epicenter determination method using differences between P and S wave arrival times was used to

estimate proper initial values of epicenter. The inversion result using only P-wave first arrival times which started from

the estimated initial values showed the improved accuracy of the epicenter location.

Keywords: Microseismic monitoring, Epicenter location, Inversion using first arrival times, Polarization filter, borehole 3-

component geophone

서 론

미소지진 모니터링은 셰일가스 개발, 지열발전(EGS; En-

hanced Geothermal System) 개발, 석유 및 가스 저류층의 회

수증진을 위해 수행되는 수압파쇄시 그 파쇄 균열망의 확산

방향 및 영역을 규명하는데 사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미소지진

의 진원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진원위치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Warpinski et al., 2003; Eisner et al., 2009;

Jones et al., 2010; Song et al., 2010; Kim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시추공 3성분 수진기를 이용한 미소지진 모

니터링 소규모 현장실험을 통해 미소지진 진원의 정확도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미소지진

현장 계측에서 3성분 수진기만을 사용하면 측정 채널의 증가

로 계측장비의 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단성분 수진기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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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단성분 수진기를 사용하는 경우

는 지표부근에 수진기를 배열하고 지하 깊은 심도에서 수압파

쇄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어느 정도 미소지진 진원의 위치를

파악되어 단성분 수진기(수직성분)만으로도 P파 초동을 감지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압파쇄에 의

한 미소지진의 경우, S파 보다 P파의 에너지가 약하게 방사되

기 때문에 단성분 수진기를 사용하여 P파 초동만을 미소지진

진원 역산에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진원의 위치 오차가 클 우

려가 있다. 따라서 미소지진 센서로 3성분 수진기를 사용하게

되면 P파 초동의 입자움직임을 통해 진원의 방향을 유추할 수

있고 P파 초동뿐만 아니라 S파 초동도 진원 역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원 위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 바람직하다.

수진기에 도달되는 미소지진은 가장 먼저 P파 직접파가 도

달되며 S파 직접파는 지층경계면이나 구조선 등에서의 P파 반

사파, 다중반사, PS 변환파 및 그 외의 잡음들과 함께 도달하

게 된다. P파 초동은 가장 먼저 도달하기 때문에 비교적 그 식

별이 용이하지만 S파의 초동은 다른 파들과 중첩되어 도달하

기 때문에 그 식별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P파나 S파는 선형 편

극(rectilinear polarization)을 띠고 있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선

형 편극만을 강조하고 그 외의 잡음은 감쇠시키는 편극 필터

(polarization filter)를 적용하는 것이다(Flinn, 1965; Montalbetti

and Kanasewich, 1970). 

미소지진 모니터링 현장실험은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유일

광업에서 수행하였으며, 중추낙하 발생원(weight drop source)

및 시험발파에 의한 3성분 수진기의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P파

초동의 입자움직임으로 진원 방향 추정, P파 초동주시만을 이

용한 역산과 P파와 S파의 초동주시 차이를 이용한 진원위치

결정방법을 활용하여 미소지진 진원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현장실험

Fig. 1은 미소지진 모니터링 현장 실험이 수행된 평면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서 3성분 수진기들이 설치된 수진공들은

시험발파를 수행한 송신공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향 및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미소지진 진원의 정확한 역산을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수진기 지표 배열은 송신원의 심도의 두 배 가량

의 범위에 분포하여야 하며 그 방향 및 거리도 다양해야 한다.

본 현장에서는 대체로 남북 방향으로는 수진기 배열이 이상적

이지만 동서 방향으로는 시추기 진입의 어려움으로 수진기 배

열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3성분 수진기는 시추공 BH-2부터 BH-7까지 심도 약 20 m,

30 m 지점에 설치하였으며, 시추공 BH-8의 경우는 심도 약 5

m 지점에 설치하였다. Fig. 2는 현장에 설치된 3성분 수진기

(4.5 Hz)의 제작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된 미소지진 수진

기는 GEOSPACE의 velocity geophone (GS-11D)으로 그 세부

사양은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그에 대한 주파수 반응 특성

은 Fig. 3에 보여주고 있다. 각 수진기의 damping 저항은 4.4

kΩ을 사용하여 주파수 반응특성은 B 곡선에 해당한다. 4.5 Hz

Fig. 1. Plan view of microseismic monitoring field experiments. Receiver boreholes were located at different directions and distances from

the source bore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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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기는 수직성분과 수평성분을 측정하는 수진기가 구분되어

있다. 즉, 수직성분 수진기를 수평하게 놓고 수평적인 진동을

주어도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3성분 수진기를 제작할 때에는

수직성분과 수평성분을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Fig. 2에

수진기마다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는 입자 움직임의 양의 방향

을 나타낸 것으로 어느 방향으로부터 P파가 수진기에 도달하

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성분이 설치된 방향을 정확하

게 알고 있어야 한다. Fig. 2의 오른쪽 그림에서 수진기 상부

에 사각형 프로파일을 고정시켜 놓았는데 이는 시추공에 수진

기를 설치할 때 수진기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치하기 위한 것

이다. 현장에서는 수평 x 성분을 자북방향으로 정렬하였다.

Fig. 4는 현장에서 시추공 3성분 수진기를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Fig. 4(a)는 시추공 천공작업을, Fig. 4(b)는 3

성분 수진기를 시추공에 삽입하는 장면을, Fig. 4(c)는 수진기

를 암반과 일체화하기 위한 그라우팅 작업을, Fig. 4(d)는 3성

분 수진기의 수평 x 성분을 자북으로 정렬하는 장면을 보여주

고 있다. Fig. 5는 시험발파를 통한 미소지진 계측 장면을 보

여주고 있다. Fig. 5(a)는 시추공당 하나의 계측장비를 운용하

기 하는 장면을, Fig. 5(b)는 각 계측장비들의 시간동기화를 위

해 GPS 안테나를 운용하는 장면을, Fig. 5(c)는 미소지진을 발

생시키기 위해 폭약을 시추공 내에 설치하는 장면을, Fig. 5(d)

는 폭약 발파에 의해 미소지진이 계측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

다. 여기서 사용된 미소지진 계측장비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연

구과제에 의해 개발된 장비로 그에 대한 세부사양은 Table 2

에 나타내고 있다.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수압파쇄시와 같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미소지진 모니터링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의 장비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각 장비간의 시

간 동기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동기화를

위해 1 PPS (pulse per second) GPS와 계측장비의 내부 클럭

10 MHz를 활용하여 장비간의 시간 오차가 ± 5 µs 이내가 되

도록 하였다. 본 현장 실험에서 사용된 샘플 간격은 0.25 msec

이다.

Fig. 6은 시추공 BH-1의 심도 29 m 지점에서 10 g 폭약 발

파에 의해 시추공 BH-2의 2개 3성분 수진기(2_1: depth 20 m,

2_2: depth 30 m)에서 측정된 미소지진 자료 및 2_2의 x 성분

자료에 대한 진폭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측정된

Fig. 2. Production process of borehole 3 component geophones (4.5 Hz). Arrow directions indicate the directions of positive particle motion.

Fig. 3. GS-11D seismic detector response curve (output vs. frequency

chart).

Table 1. Specification of GS-11D seismic velocity geophone.

Item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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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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stallation procedure of borehole 3 component geophones. (a) Borehole drilling work. (b) Installation of borehole 3 component

geophones. (c) Grouting for geophone fixation. (d) X component alignment to magnetic north.

Fig. 5. Field experiments of microseismic events measurements by explosive blasting. (a) Microseismic monitoring devices operated each

borehole. (b) GPS antennas for time synchronization between devices. (c) Explosive inserted into the borehole. (d) Microseismic measurement

scene by explosive blasting.



시추공 3성분 계측 현장실험을 통한 미소지진 모니터링 정확도 향상 연구 5

미소지진 자료의 주 주파수는 550 Hz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파 초동의 입자움직임에 의한 진원방향 추정

Fig. 7은 미소지진 3성분 계측자료의 P파 초동 입자움직임

으로부터 진원의 방향을 추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시추공 BH-8의 심도 5 m 지

점에 x 성분이 자북을 향하도록 3성분 수진기를 설치하였으며,

시추공 BH-8을 중심으로 북, 북서, 서, 남서, 남쪽 방향으로 거

리 5 m, 10 m 지점(Fig. 7에서 검은 점으로 표시)에서 중추낙

하형 발생원을 사용하여 얻어진 시추공 BH-8의 3성분 수진기

에서 측정된 자료의 입자움직임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시추공

BH-8에 설치된 3성분 수진기는 x 성분은 남쪽방향, y 성분은

서쪽 방향, z 성분은 지상방향으로부터 송신되면 입자움직임

이 양의 방향이 되도록 설치되었다(Fig. 2 참조). 

Fig. 8은 시추공 BH-8로부터 북쪽방향으로 10 m 지점에서

중추낙하형 발생원을 구사하여 취득된 시추공 BH-8의 3성분

계측자료의 P파 초동에 대한 입자움직임을 분석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P파 초동에 대한 x 성분의 입자움직임은 음의 방

향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그에 비해 y 성분은 미약한 신호만

이 감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x 성분과 y 성분에 대한

hodogram으로 표현하면 event 발생위치는 시추공 BH-8로부터

Table 2. Specification of microseismic monitoring equipment. 

Item Specification

Number Channels 12 

Sample Interval 125 Hz up to 8 kHz

Frequency Range 0.1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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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V / Battery pack

Time Synchronization GPS Module (less than ± 5 µs)

Fig. 6. Microseismic event raw data (a) measured from two 3-component geophones of borehole BH-2 (2_1: depth 20 m, 2_2: depth 30 m)

and the amplitude spectrum of 2_2 x component data (b) by 10 g explosive blasting at depth 29 m of borehole BH-1.

Fig. 7. Experiment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microseismic event azimuth by the hodograms of P-wave first arrivals. (a) Black circles

indicate the locations of the weight drop sources. (b) Photograph of the weight drop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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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는 이전과 마찬

가지로 시추공 BH-8의 남서방향 5 m 지점에서 중추낙하발생

원을 구사한 경우에 대한 입자움직임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x

성분과 y 성분에 대한 hodogram으로부터 event 발생위치는

시추공 BH-8로부터 남서 방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성분

수진기의 수평성분이 설치된 방위를 안다면 계측된 미소지진

자료의 P파 초동 hodogram의 방향벡터로부터 미소지진의 발

생된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S파 초동 발췌를 위한 편극필터 적용

Flinn (1965)과 Montalbetti and Kanasewich (1970)이 제안

한 편극필터(polarization filter)는 탄성파 실체파(seismic body

waves)의 S/N 비를 향상시키는데 많이 사용된다. 탄성파 P파

및 S파는 선형적인 편극을 띤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

나 표면파의 일종인 ground roll(타원형의 입자움직임)이나 기

계적, 전기적 잡음들은 선형 편극이 띠지 않는다. 따라서 3성

분 탄성파 기록이 있다면 선형 편극을 띠는 P파 및 S파는 증

폭시키고 그 외의 잡음들은 감쇠시키는 편극 필터를 설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linn (1965)의 방법은 편극필터 적용 후

spike한 잡음이 발생하므로 smoothing function을 적용한

Montalbetti and Kanasewich (1970)이 제안한 편극필터를 적용

하였다. 

Fig. 10은 시추공 BH-1의 심도 29 m에서 1 g 폭약을 발파

하였을 때 시추공 BH-2의 심도 30 m 지점에서 취득된 미소

Fig. 8. Hodogram analysis for P-wave first arrival of 3-component data obtained from borehole BH-8 by weight drop source at the position

of 10 m north from borehole BH-8.

Fig. 9. Hodogram analysis for P-wave first arrival of 3-component data obtained from borehole BH-8 by weight drop source at the position

of 5 m southwest from borehole B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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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icroseismic 3-component raw data (a) obtained at the depth 30 m of borehole BH-2 by 1 g explosive blasting at the depth 29 m

of borehole BH-1 and their polarization filtered data (b).

Fig. 11. Microseismic 3-component raw data (a) obtained at the depth 30 m of borehole BH-4 by 1 g explosive blasting at the depth 29 m

of borehole BH-1 and their polarization filtered data (b).

Fig. 12. Microseismic 3-component raw data (a) obtained at the depth 30 m of borehole BH-7 by 1 g explosive blasting at the depth 29 m

of borehole BH-1 and their polarization filtered dat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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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3성분 계측자료 (a)와 그에 대한 편극필터 결과 (b)를 나

타내고 있다. 측정된 계측자료에서 P파 초동은 쉽게 인식되나

S파 초동은 전혀 인식할 수 없는데 편극필터를 적용한 후 결

과에서 S파 초동을 구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1은

Fig. 10과 동일한 발생원에 대한 시추공 BH-4의 심도 30 m 지

점에서 취득된 3성분 계측자료와 그에 대한 편극필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계측자료의 x 성분에서 S파가 어느

정도 인식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편극필터 결과에서 S파의 에

너지가 증대되어 S파 초동을 보다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

Fig. 12는 이전과 동일한 발생원에 대한 시추공 BH-7의 심도

약 30 m 지점에서의 3성분 계측자료와 그에 대한 편극필터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계측자료에서는 S파 초동을 인식할 수 없

으나 편극필터 결과에서는 S파 초동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현장 탄성파 속도 분석

P파 및 S파 초동주시를 이용하여 미소지진 진원의 정확한

위치를 역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지반의 정확한 탄성

파 속도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험발파

에 의해 계측된 자료의 P파 및 S파 초동주시 자료와 발생원-

수진기 거리를 활용하여 지반의 평균 P 및 S파 속도를 분석하

였다. 

Fig. 13은 시추공 BH-1의 심도 29 m 지점에서 1 g 폭약을

발파하여 얻어진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P파 초동주시와 거리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이로부터 자료에 가장 일치하는

선형 회귀선 (linear regression line)을 구할 수 있는데 그에 대

한 기울기는 바로 본 현장 지반의 P파 평균 탄성파속도의 역

수이므로 본 현장 지반의 평균 탄성파 속도는 1/0.188 m/ms =

5,319 m/sec 이다. Fig. 14는 마찬가지로 S파 초동주시와 거리

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로부터 본 현장 지반의

평균 S파 탄성파 속도는 2,242 m/sec임을 알 수 있다. 상기 두

개의 그래프에서 수진기의 개수에 비해 P파 초동 및 S파 초동

이 부족한데 이는 초동 발췌가 어렵거나 전체적인 경향을 크

게 벗어나는 것들을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반의 탄성파 속도는 수평, 수직적으로 변화하

지만 본 현장과 같이 규모가 크지 않고, 수진기가 대체로 기반

암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반암의 평균 탄성파 속도만을

적용하여도 진원 위치의 오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원 위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역산방법 고찰

미소지진 자료로부터 진원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P파 초

동주시만을 이용하는 역산방법, PS시(P파 및 S파 초동주시 차)

를 이용하는 방법, S파 초동주시만을 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파 초동주시만을 이용

한 역산방법과 PS시를 이용한 진원 위치 결정방법을 활용하여

진원 위치의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우선 P파 초동주시만을 이용하는 역산은 최소자승법의 하나

인 Marquart-Levenberg 알고리듬(Kim, 2011)을 이용하였으며

P파 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역

산 변수는 진원의 x, y, z 좌표와 trigger time이며, P파 탄성파

속도는 상기 시험발파에 의한 속도분석에서 얻어진 5,300 m/

sec를 사용하였다. Fig. 15는 P파 초동주시만을 활용한 역산에

서 초기치를 다르게 주었을 때 ① 진원에 근접되게 찾아가는

경우와 ② 정해를 찾아가지 못하고 국부적인 최소값(local

minimum)으로 수렴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그에 대한 역

산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고 있다. 초기치 ①과 ②는 심도

및 trigger time을 동일하게 주고 단지 x, y 좌표만 다르게 주

었지만 그 역산 결과는 초기치 ①의 경우, 진원의 위치와 x, y,

z 좌표의 오차는 각각 2.528 m, 0.472 m, 7.053 m로 대체로

진원의 위치와 근접되었지만, 초기치 ②의 경우는 x, y, z 좌표

의 오차가 각각 14.956 m, 2.358 m, 54.257 m로 진원과 큰

오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기 역산기법은 초기치가 진원과

근접되어 주어진 경우에는 대체로 정해를 잘 찾아가지만 초기
Fig. 13. P wave first arrivals vs. distance graph for the test blasting

(1 g explosive blasting at the depth 29 m of borehole BH-1). 

Fig. 14. S wave first arrivals vs. distance graph for the test blasting

(1 g explosive blasting at the depth 29 m of borehole B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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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진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국부적 최소값으로

수렴하여 정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PS시를 이용한 진원위치 결정방법(FURUNO, 2016)은

지진의 진원을 규명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3개의 수

진기에 도달된 P파 초동주시와 S파 초동주시의 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P파 및 S파에 대한 속도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현장 지반에 대한 P파 및 S파의 평균 속도를 시험발

파에 의해 규명하였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PS시에 의한 진원위

치 결정이 가능하다. Fig. 16은 시추공 BH-2, BH-5, BH-7의

심도 30 m 위치의 수진기에 도달된 PS시를 이용하여 진원위

치를 결정한 결과를 평면도에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4에는

그 결과와 진원위치와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진원에 대한

x, y, z 좌표의 오차는 각각 2.785 m, 4.885 m, 6.666 m로 PS

시를 이용한 진원위치 결정은 지반에 대한 P파 및 S파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다면 그 진원위치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PS시를 이용한 진원위치 결정

의 원리 상 x 및 y 좌표의 오차는 탄성파 속도의 정보가 정확

하지 않아도 큰 오차를 내지 않지만 반면 z 좌표의 오차는 탄

성파 속도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큰 오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P파 초동주시만을 이용하는 역산은 대체로 발췌가 용이한 P

파 초동주시만을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초기치에 따라

정해로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PS

시를 이용한 진원위치 결정방법은 진원의 x, y 좌표는 큰 오

차를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P파 및 S파의 탄성파 속

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z 좌표의 오차가 크

게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S

시를 이용한 진원위치 결정을 우선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

를 초기치로 하여 P파 초동주시만을 이용한 역산을 수행하였

다. 이는 PS시를 이용한 진원위치 결정방법과 P파 초동주시만

을 이용한 역산기법의 장점만을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역산 결과 및 오차는 Fig. 17과 Table 5에 나타내고

있다. 진원의 x, y, z 좌표의 오차는 각각 2.481 m, 0.077 m,

5.970 m로 이전의 각 진원위치 결정 방법을 별도로 수행한 결

Fig. 15. Inversion results obtained from two different intial values using only P-wave first arrivals.

Table 3. Inversion results obtained from two different initial values. 

Parameters
Epicenter
location

Initial values  Final values Errors

① ② ① ② ① ②

x coordinate (m) 252202.940 252252.0 252252.0 252205.468 252187.984 2.528 14.956

y coordinate (m) 384993.204 385025.0 384943.0 384993.187 384995.562 0.017 2.358

z coordinate (m) 103.626 70.0 70.0 96.573 49.369 7.053 54.257

trigger time (msec) − 70.0 70.0 74.0 6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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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Plan view of the location of epicenter determined from S-P time data.

Table 4. Location of the epicenter determined by S-P time data and its errors. 

Parameters Epicenter location Epicenter location by S-P time data  Errors

x coordinate (m) 252202.940 252205.725 2.785

y coordinate (m) 384993.204 384998.089 4.885

z coordinate (m) 103.626 96.96 6.666

average P wave velocity: 5,300 m/sec, average S wave velocity: 2,250 m/sec

Fig. 17. Plan view of the inversion result using only P-wave first arrivals when the initial values were the epicenter location determined from

S-P tim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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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보다 오차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파 초동주

시만을 역산방법에서의 초기치 선정 문제를 PS시를 이용한

진원위치 결정방법을 이용하여 해소함으로써 두 가지 기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진원위치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소지진 모니터링에서 진원위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P파 초동주시뿐만 아니라 S파 초동주시도

활용할 수 있도록 3성분 수진기를 이용한 현장 실험을 수행

하였다.

미소지진 모니터링에서 단성분 수진기만을 활용하는 경우는

대체로 진원의 방향을 예측하고 있어 단성분 수진기만으로도

P파 초동주시를 발췌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일 진원

의 방향을 모르거나 S파 초동주시도 활용하고자 한다면 반드

시 3성분 수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3성분 수

진기의 수평 x 성분을 자북방향으로 정렬하여 설치하였으며 3

성분 계측자료의 입자움직임을 분석을 통해 진원의 방향을 추

정할 수 있음을 현장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한편 S파 초동

주시 발췌를 위해 편극필터를 활용하였으며 현장 지반의 탄성

파 속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시험발파를 통해 얻어

진 계측자료의 P파 및 S파 초동주시들과 거리와의 관계의 선

형적인 회귀선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P파 및 S파의 평균 탄성

파 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진원의 위치 결정을 위해 P파 초동주시만을 활용한 역산을

수행하는 경우 초기치가 진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경우 국부

적인 최소값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PS시를 이

용한 진원위치 결정방법은 P파 및 S파의 탄성파속도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진원의 z 좌표의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PS시를 이용한 진원위

치 결정방법을 먼저 수행하고 그 결과를 초기치로 하여 P파

초동주시만을 이용한 역산을 수행한다면 진원위치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미소지진 모니터링 현장실험은 약 직경

100 m 정도에서 수행되었으며 이는 폐광산 지역의 지반침하

예측을 위한 모니터링에 최적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수행한 미소지진 모니터링 방법은 이 보다 스케일이 큰

현장(셰일가스 개발, 지열발전 개발 등)에서도 그대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셰일가스 개발이나 지열발전

개발을 위한 수압파쇄시나 지진 발생 지역에서의 미소지진 계

측 등의 현장실증 실험을 실시하여 상기 연구에 대한 현장응

용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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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version result using only P-wave first arrivals when the

initial values were the epicenter location determined from S-P time

data. 

Parameters
Epicenter
location

Initial 
values

 Final 
values

Errors

x coordinate (m) 252202.940 252205.725 252205.421 2.481

y coordinate (m) 384993.204 384998.089 384993.281 0.077

z coordinate (m) 103.626 96.96 97.656 5.970

trigger time (msec) − 70.0 7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