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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폐광지역 채굴적의 지반침하 징후를 분석하기 위해 지중변위의 발생에 따른 미소진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

템이 일부 광산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미소진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은 크게 3성분 수진기, 데이터 로

거 및 분석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 중 분석프로그램은 기존 P파 초동을 이용한 미소진동 발생 위치분석만을 수행하

였으나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PS시를 이용한 위치분석이 가능해졌다. 또한 현장의 고유계수 및 파형분석을 통해

미소진동의 규모를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미소진동 분석 결과를 현장 사진과 중첩하는 기능을 추가

하여 시각적으로 미소진동 발생위치를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요어: 미소진동, 분석프로그램, P파 초동, PS시, 규모계산

Abstract: A system for microseismic monitoring due to underground displacements is being operated in several mining

areas in order to analyze ground subsidence. Microseismic monitoring system mainly consist of three components; 3-

component geophone, data logger and analysis program. The previous analysis program had found the location of

microseismic source by analysing only first arrivals of P-waves, but the upgraded analysis program has improved accuracy

of the location by analysing both P- and S-waves. This analysis program also has upgraded the function to calculate

the microseismic magnitude by using regional specific coefficient and microseismic amplitude. Also the program has

upgraded the function to confirm visual location of microseismic source by superimposing field aerial photographs and

the results.

Keywords: microseismic, analysis program, first arrivals of P- and S-waves, magnitude calculating function

서 론

미소진동 모니터링 기술은 지중 진동의 규모 및 위치를 분

석하기 위해 시추공에 지오폰을 설치하고 미소진동 자료를 수

집 및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미소진동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초 광산기술자들이 광산작업 중 발생하는 갱도

및 채굴적 붕괴가 광산종사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

다고 판단하여 이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Gibowicz and Kijko, 1994). 미소진동 모

니터링은 지진계의 원리를 이용하여 국부적인 암반 영역 내에

서 발생하는 미소진동을 계측하여 진원지 및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로써 채굴적 불연속면을 따라 암반이 서로 미끄

러지거나 낙반 또는 소규모 붕괴가 발생하는 전조 증상을 사

전에 감지하여 지반침하의 징후를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미국 및 캐나다의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셰일오일 및 가스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셰일오일 및 가스의 개발

시 수압파쇄로 인해 발생하는 미소진동을 모니터링하여 균열

의 분포양상 및 수압파쇄의 효율성을 평가하며 이는 셰일오일

및 가스 자원의 생산량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해

외에서는 이러한 활발한 자원개발과 더불어 자원 생산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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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소진동 모니터링 시의 지오폰의 효율

적 배열 및 설치 방법, 미소진동 이미지화 및 해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Maxwell, 2014).

국내의 미소진동 관련 연구는 원유회수증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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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식 지진관측소를 이용한 미소지진 관측에 대한 연구

(Sheen et al., 2013) 및 셰일가스 개발에서의 미소지진 모니터

링(Lee et al., 2014)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내에서도 자체

적인 미소진동 모니터링 장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광산

내 광주의 안정성 분석에 적용된 사례가 있다(Kim et al.,

2016). 하지만 미소진동의 발생 위치, 규모 및 시각화를 시키

는 프로그램의 개발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한 편이며 이러한 분

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산지역 지반침하 예

측을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된 미소진동 분석프로그램을 소개

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은 지반침하 전 발생하는 지중 변위

발생 시의 미소진동을 모니터링하여 미소진동의 규모 및 발생

위치를 분석할 수 있는 후처리 프로그램으로 향후 지반침하

분야뿐만 아니라 댐 등의 구조물 안전관리 분야 등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특성 및 개발환경

개발된 미소진동 분석 프로그램(GMO analysis tool Ver 2.0)

은 기존의 분석 프로그램(Ver 1.0)을 보완한 것으로 기본적으

로 미소진동 측정 데이터에 대한 주파수 특성, P파 초동 및 PS

시 분석을 통한 진원지 추적, 지역별 지반특성을 반영한 규모

산정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진동으로 생성된 탄성

파의 입자 움직임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여 진동의 동

적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호도그램(Hodogram) 기능을 포함

하고 있으며 신호 해석 과정에서 필요한 필터링 기능을 포함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Table 1과 같이 .NET 프레임워크 4.0

기반의 Microsoft Visual Studio 2010 (C#)을 이용하여 개발하

였으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손쉽

게 입력변수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환경으로 개발되었다.

프로그램 메뉴

분석 프로그램의 메뉴는 Fig. 1과 같이 크게 파일, 설정, 기

Table 1. Program development environment.

Contents Description

O/S Microsoft Windows 7

Development Tool Microsoft Visual Studio 2010

Computer language Visual C# .NET Frame work 4.0

Graph Tool
Measurement studio 2010 

(National Instrument)

Fig. 1. Main view of GMO analysis tool (V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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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보기, 스펙트럼, 호도그램, 테이블 및 도움말의 8개 메뉴로

구성되며, 각 메뉴의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파일 메

뉴에는 데이터 파일 열기, ASCII 양식 자료저장, 분석 소프트

웨어 종료 및 이벤트 자료에 대한 자료 합치기 기능이 포함되

어 있다. 기능 메뉴에는 필터(필터 설정 및 적용) 및 규모계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규모 계산 기능에는 이벤트 규모 산

출을 위한 해당 모니터링 지역의 환경변수를 구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지역의 지반특성을 반영하여

좀 더 정확한 미소진동 규모 산출을 위해 필요하며 현장에서

의 최초 뇌관시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스펙트럼 메뉴에는

전체 및 단일 채널에 대한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 기능이 포

함되어 있고, 호도그램 메뉴에는 진동 이벤트의 XYZ 성분을

이용한 동적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테이블 메뉴에는 각 채널 샘플에 대한 계측 값을 ASCII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P파 초동 이용 미소진동 위치 역산

미소진동 신호파일 통합

미소진동 계측 시 데이터 기록은 각 계측장비에 연결된 수

진기를 통해 SEG2 포맷 양식으로 데이터로거에 저장된다. 미

소진동 이벤트 분석 및 데이터 통합을 위해서는 수진기 정보

를 먼저 입력해야 하며 입력된 후에는 별도의 지오메트리 파

일로 저장할 수 있다. 본 개발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 충북

음성에 위치한 유일광산 내에서 현장시험을 실시하였다. 현장

시험에서는 6개의 계측기를 이용하였으며, 계측기는 각 지점

Fig. 2. Microseismic data of Yuil mine (BH 2).

Fig. 3. Combined Microseismic data of Yuil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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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계측공 상하부에 설치된 2개의 수진기에서 얻어지는 계측

자료를 취득하도록 하였다. 3성분(XYZ) 자료를 이용한 위치

역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지점의 3성분 초동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각 지점에서 취득된 데이

터를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이러한 파일 통합을 위해서는 각 계측 장비간의 시간동기화

(Time Sync)가 매우 중요하며 본 미소진동 계측장비의 경우

장비 간 시간동기화 오차범위가 약 1 µs 정도로 정확하여 하

나의 분석파일로 통합 및 분석이 가능하다. Fig. 2는 유일광산

에서 진행된 시추공 뇌관(1 g) 시험 데이터로 총 6개 계측공

별로 3성분 수진기 2개를 지표하 20 m 및 30 m에 설치하여

현장시험을 진행하였다. Fig. 2와 같이 하나의 계측공 자료만

으로는 정확한 위치 역산이 불가능하지만 Fig. 3과 같이 각

계측공의 자료를 하나로 통합하면 정확한 위치 역산이 가능해

진다.

P파 초동 피킹

미소진동 위치 역산을 위해서는 피킹을 통해 각 신호 파형

에 대한 P파 초동을 획득해야 한다. 본 프로그램에서 P파 초

동을 피킹하는 방법은 수동 및 자동의 2가지 방법이 있다. P

파 초동 수동 피킹은 트레이스 뷰에 나타난 신호를 피킹 가능

할 정도로 줌을 한 후 P파 피킹 도구로 신호파형의 초동을 선

택함으로써 가능하다. 수동 피킹의 경우 관련 경험이 있는 사

용자에게는 유용하나 관련 경험이 없는 사용자가 사용할 경우

큰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는 P파

초동을 자동으로 피킹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켰다. 먼저 P

파 초동 자동 피킹을 위해서는 자동 피킹에 적용되는 환경변

수를 설정해야 하며 자동 피킹 환경변수 설정은 Fig. 4와 같이

피킹 유효범위 설정 메뉴를 선택하여 가능하다. 

P파 피킹 환경설정이 완료되면 P파 초동 자동 피킹 메뉴를

이용하여 설정된 변수를 바탕으로 Fig. 5와 같이 STA/LTA 알

고리즘을 이용한 자동 피킹을 할 수 있다. STA/LTA 자동 피

킹 방법은 미소진동 발생 시 감지되는 진동의 기간 내 평균값

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STA (Shot Time Average)는 짧은 시간

영역에 대한 데이터의 평균값으로 Average term을 입력 변수

로 설정해야 하며 LTA (Long Time Average)는 긴 시간영역

에 대한 데이터 평균값으로 STA/LTA 비율은 신호 진폭 계수

의 평균을 두 가지 사용자 정의 기간에 걸쳐 계산한다. 즉, 각

샘플 지점에서 비율이 계산되며 이러한 비율이 사용자 정의

임계 값(Trigger value)을 초과하는 경우 신호가 취득된다. 자

동 피킹 프로그램에서 입력 받는 변수는 피킹 비교에 사용되

는 짧은 영역의 시간 및 넓은 영역의 시간 즉, 짧은 영역의 샘

플 수와 넓은 영역의 샘플 수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짧은 영

역의 샘플 수는 한 파장에 포함되는 샘플 수이며 넓은 영역의

샘플 수는 짧은 영역 샘플 수의 약 1.5배이다.

Fig. 4. Effective range setting of the first arrival picking for P-

waves. 

Fig. 5. Automatic picking of the first arrivals of P-waves using STA/LTA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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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역산

P파 초동이 피킹되면 P파 초동을 이용한 역산이 가능해지는

데 역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산 초기 변수를 설정해

야 한다. 센서 좌표 정보는 센서 정보 설정화면에서 설정한 센

서 좌표 정보를 자동으로 나타낸다. P파 초동 피킹 정보는 피

킹을 통해 획득된 P파의 초동주시를 나타낸다. 앞서 자동 피

킹을 통해 모든 신호파형에 대해서 피킹을 하였지만 본 프로

그램에서는 모든 수진기 센서에 대해 P파 초동을 획득하였더

Fig. 6. Inversion results using the first arrival times of P-waves.

Fig. 7. P-waves hodogram obtained from 3-component geo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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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룹별로 가장 유효한 P파를 선정하여 역산 시 적용하였

다. 가장 유효한 P파는 이벤트 발생원으로부터 설치된 모든 수

진기에 도달된 신호의 P파 초동주시 및 거리를 이용해 선형회

귀선(Linear regression line)을 구하여 선정하였다. 즉, 회귀선

의 기울기는 현장 지반의 P파 평균 탄성파속도의 역수를 나타

내는데 이러한 기울기에 가장 근접한 수진기의 P파를 선택하

여 역산에 적용하였다. 

역산 시 필요한 변수는 임의의 XYZ 초기값 좌표, P파 속도

및 트리거 타임이다. 최초 역산 수행 시 XYZ 초기값 좌표는

설치된 수진기 좌표의 중심점을 초기 변수로 자동 생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P파 속도는 시험발파를 통해 구해진 현장 고유

의 값을 입력하여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므로 현장 시험 발

파로 얻어진 속도값을 입력하였다. 트리거 타임의 경우 P파 속

도를 설정하게 되면 수진기와의 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가까운

수진기 거리 및 P파 속도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하

였다. 역산을 위한 환경변수 설정이 완료되면 역산이 가능해지

며 그 결과는 Fig. 6과 같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는 진동으로

생성된 탄성파의 입자움직임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여

진동의 동적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호도그램 기능이 포함되

어 있다. P파는 파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입자가 움직이고 S

파는 파의 진행방향과 수직으로 입자가 움직이는데 3성분 수

진기를 사용하여 계측할 경우 Fig. 7의 P파 호도그램 YZ 축

및 Fig. 8의 S파 호도그램 YZ 축 방향성이 수직임을 알 수 있

다. 이는 3성분을 이용해 획득된 자료는 XYZ 축의 호도그램

을 통해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S파의 검출이 가

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PS시 이용 미소진동 위치 역산

편극필터를 이용한 S파 추출 및 유효범위 설정

PS시를 이용한 위치역산은 P파 및 S파 초동주시를 이용한

역산으로 편극필터를 통해 S파 초동을 획득한 후 역산이 가능

하다. 그러나 S파의 경우 그 속도가 P파에 비해 늦기 때문에

주변의 불연속면에서 반사되는 다양한 잡음들과 중첩되는 경

우가 많아 추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에 S파를 효과적

으로 추출하기 위해 S파를 증폭시키면서 다른 잡음들을 감쇠

시키는 편극필터(Polarization filter)를 이용하였다. 편극필터는

P파 및 S파는 선형 편극(Rectilinear Polarization)을 띠고 있다

는 특성을 이용하여 선형 편극만을 강조하고 그 외의 잡음은

감쇠시켜 적용하는 기법이다(Flinn, 1965; Montalbetti and

Kanasewich, 1970).

P파는 파의 진행방향과 나란한 입자움직임을 띠고 S파는 파

의 진행방향과 수직적인 입자움직임을 보이지만 그 외 표면파

는 파의 진행방향과 역행하는 타원형의 입자움직임을 보인다.

또한 다양한 기계적인 잡음이나 전기적인 잡음들은 대체로 선

형적인 편극을 띠지 않는다. 따라서 3성분 탄성파 기록이 있

다면 편극 특성을 이용한 신호 대 잡음을 향상시킬 수 있는 편

극 필터를 설계할 수 있다. 즉, 편극필터는 선형적인 편극을 갖

Fig. 8. S-waves hodogram obtained from 3-component geo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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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탄성파(P파 및 S파)는 증폭시키고 다른 파들의 에너지는 감

쇠시키도록 설계할 수 있다. 편극필터는 XYZ 성분의 각 벡터

값을 이용한 필터이기 때문에 XYZ 성분이 모두 요구되며 단

성분만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시에는 적용할 수 없다. 본 연구

에서는 Flinn (1965)의 방법은 편극필터 적용 후 튀는 잡음이

발생하므로 Montalbetti and Kanasewich (1970)이 제안한 편

극필터를 적용하였다.

편극필터 메뉴는 편극필터 환경설정, 적용센서 선택, 필터

적용의 3가지로 구성된다. 편극필터 환경설정은 편극필터가

적용될 범위 및 편극필터 윈도우 영역을 설정하는 메뉴이며

적용 센서 선택은 사용자가 편극필터가 적용될 수진기를 선택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S파 초동 피킹은 P파와 동일

하게 수동 및 자동으로 가능하다. 수동의 경우 메뉴의 S파 피

킹 버튼을 클릭하여 S파를 피킹 할 수 있고 자동의 경우 S파

Fig. 9. Results of polarization filter and automatic picking. (Left) Original signal, (Right) Polarization filter applied signal.

Fig. 10. Microseismic 3-component raw data (a) and their polarization filtered data (b). Effective range setting enables proper first arrival S-

wave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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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 자동 피킹 메뉴를 선택하여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3

성분 수진기에서 취득된 계측데이터에 편극 필터를 적용하면

Fig. 9와 같이 각 수진기 XYZ 성분에서 P파 및 S파의 구분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S파의 경우 하나의 성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호의 전달 방향에 따라 여러 성분에서 나타나

게 되므로 유효한 S파를 설정해야 정확한 역산 결과 값을 얻

을 수 있다. 이에 S파 초동에 대한 유효범위 설정 방법을 다

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먼저 P파 초동주시를 이용한 역산을 통

해 얻어진 결과값(XYZ 좌표)을 이용하여 각 수진기와의 거리

를 구하게 되면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S파의 초동을 구할 수

있다.

S파 초동 = 수진기와 역산결과의 거리/S파 속도

위 식으로 얻어진 S파 초동은 수진기에 도달되는 S파에 대

한 초동의 유효범위를 설정하는데 이용하였다. Fig. 10과 같이

편극 필터를 통해 얻어진 S파 중 상기 식으로 구해진 S파 초

동과의 비교를 통해 가장 인접한 S파 초동을 유효한 S파 초동

으로 설정하였다. S파 초동 획득이 완료되면 Fig. 11과 같이

PS시 역산 환경설정 값을 입력해야 하는데 입력 변수는 임의

의 XYZ 초기값 좌표, P파 및 S파 속도이다. 임의의 XYZ 초

기 값은 P파를 이용한 초동역산을 수행하였을 경우 그 결과

값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진다. 역산 환경설정 값 입력 후 PS

시를 이용한 위치역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Fig. 12

와 같다. 또한 개발된 PS시 위치역산 결과를 기존 P파 초동

을 이용한 위치역산 결과와 비교하여 PS시를 이용한 방법의

정확성에 대해 분석하였다(Table 2, 3). 분석결과 Z 좌표

(수직)의 경우 PS시를 이용한 위치역산 결과가 P파 초동을 이

용한 위치역산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오차를 나타

내었다.

Fig. 11. Initial configuration setting menu for location inversion.

Fig. 12. Inversion results using the first arrival times of P- and S-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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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한 미소진동 규모 산정

지역변수 도출

규모는 지진 및 진동 발생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

내는 척도로서, 관측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에너지의 크

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간

편성 및 보편성 때문에 현재 규모(Magnitude) 결정 방법이 주

로 사용되고 있다. 규모는 진도(Intensity)와는 달리 지진 및 진

동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양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발

생되는 에너지양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좋은 지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규모의 종류는 크게 국지규모, 실체파 및

표면파규모로 나누어지는데 각 규모의 종류별로 규모 결정 관

계식이 달라진다. 국지규모의 경우 진앙거리가 500 km 이하

일 때 적용하며, 실제파 규모 및 표면파 규모는 진앙거리가

500 km 이상 일 때 적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지 규

모식을 적용하여 현장의 미소진동 규모를 산정하였다. 

국지 규모 산출의 경우 수진기 설치 지역에 대하여 규모 결

정 지역계수를 산출해야 하는데 이는 현장에서의 최초 뇌관시

험을 통해 획득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할 수 있다. 지역계수는

시험발파의 위치 및 수진기 설치 좌표를 통해 거리를 구한 후

현장의 P파 속도 산출 시 수진기에 도달된 신호의 P파 초동주

시 및 거리를 이용하여 선형 회귀선을 구한 후 그 기울기에 가

장 근접한 센서 2개를 선정하고 수진기에 도달된 최대진폭을

이용하여 규모 계산식으로 계산하였다. 계산된 지역계수는 해

당지역 이벤트 발생에 대한 규모 계산에 적용되었는데 Fig. 13

과 같이 유일광산 지역의 지역계수 C1은 1.227, 지역계수 C0

는 –2.236으로 나타났다. 

규모 계산

규모계산은 이벤트의 발생위치인 진앙과 각 센서의 거리, 각

수진기의 최대진폭 및 지역계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따

라서 규모계산 시에는 진앙과 각 센서의 거리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위치역산을 하여 해당 이벤트의 진앙을 먼저 구한 후

적용된 국지 규모 계산식 ML = logA + C1logΔ + C0  (A: 최

대진폭, △: 발파공-센서 거리)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소진동의 규모결정 정립을 위해 폭발 및 단

층 미끄러짐 에너지에 대한 규모 비교표(Maxwell, 2014)를 이

용하였다. Table 4에는 큰 지진에서부터 규모가 작은 미소진동

Table 2. Inversion results using the first arrival times of P-waves.

Picking 
Method

Parameters Final location
Epicenter 
location

Errors

Automatic 
picking 
P-waves 

X coordinate (m) 252202.8281 252202.9400 0.1119

Y coordinate (m) 384994.3438 384993.2040 1.1398

Z coordinate (m) 97.0234 103.6260 6.6026

Table 3. Inversion results using the first arrival times of P-and S-

waves.

Picking 
Method

Parameters Final location
Epicenter 
location

Errors

Automatic 
picking

P/S waves 

X coordinate (m) 252204.2500 252202.9400 1.3100

Y coordinate (m) 384994.0312 384993.2040 0.8272

Z coordinate (m) 103.2110 103.6260 0.4150

Fig. 13. The area coefficient of Yuil mine for calculating microseismic magnitude.

Table 4. Equivalent explosive energy release, fault/fracture size and

slip for different magnitude values (Maxwell, 2014).

Magnitude
Explosive 
equivalent

Fault radius Slip

6 1 Megaton 10 ~ 40 km 5 cm ~ 1 m

4 1 kiloton 1 ~ 4 km 0.5 ~ 10 cm

2 1 ton 100 ~ 400 m 0.5 mm ~ 1 cm

0 1 kg 10 ~ 40 m 0.05 ~ 1 mm

−2 1 g 1 ~ 4 m 5 ~ 100 µm

−4 1 mg 0.1 ~ 0.4 m 0.5 ~ 1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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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의 규모, 반경 및 미끄러짐의 상관관계가 명시되

어 있으며 규모 −2는 1 g, 0은 1 kg의 폭발에 상응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즉, 규모 −2는 1 g의 폭발에너지에 상응하는 것

으로 단층 반경은 1 ~ 4 m이며 암반 균열의 미끄러짐은 5 ~

100 µm 정도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규모 0은 1 kg

의 폭발에너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단층의 반경은 10 ~ 40 m

이며 암반 균열의 미끄러짐은 0.05 ~ 1 mm 정도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Fig. 14는 유일광산 현장시험 시 뇌관 1 g 발

파를 통해 발생된 신호 규모를 지역계수를 입력하여 계산한

Fig. 14. Microseismic magnitude of Yuil mine in case of using 1 g detonator.

Table 5. Magnitude values according to explosive energy in Yuil

mine.

Division
Explosive 
equivalent

(1 g)

Explosive 
equivalent

 (10 g)

Explosive 
equivalent

(50 g)

Explosive 
equivalent 

(100 g)

Magnitude −1.997 −1.217 −0.493 −0.293

Fig. 15. Inversion result and satellite photo overlays.

Fig. 16. Three-dimensional diagram of invers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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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최대진폭은 0.027 mm/s이며 최대 규모는 –1.997ML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 뇌관 시험으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발생에너지별 규모를 Table 5와 같이 계산하여 도출된 규모

결정 계수를 검증하였다.

위성사진 중첩 및 3차원 시각화

본 프로그램에서는 수진기 좌표 정보 및 역산결과를 위성사

진과 중첩시켜 보다 시각적으로 역산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성사진 모서리 지점의 좌표정보를 입력하면

역산 결과의 좌표정보와 일치시켜 Fig. 15와 같이 이미지 중첩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Fig. 16과 같이 역

산결과에 따른 이벤트 규모 및 진원깊이를 3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해당 이벤트에 대한 규모는 구의 크기

로 표현하며 지표에 가까워 위험도가 높을 경우 붉은 색으로

표시되고 지표에서 멀어질수록 어두운 색으로 표현되도록 하

였다. 3차원 시각화의 경우 P파 초동자료를 이용한 위치역산

결과와 PS시를 이용한 위치역산의 결과 값이 표시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광산지역 미소진동 모니터링 정확도 향상을

위해 P파 초동 및 PS시를 이용한 역산기법을 적용하여 미소

진동 발생위치 역산 및 규모계산 등이 가능한 독자적인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분석프로그램에는 신호파일

통합, P파 및 S파 피킹(수동 및 자동), 편극필터 적용, 역산결

과 및 위성사진의 중첩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 미소

진동 모니터링 분야의 경우 미소진동 계측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계측 장비와 계측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분석 소프

트웨어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로 인

해 미소진동 모니터링 계측 및 분석 경험 부족으로 향후 미소

진동 위치 결정 정확도 향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미소진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국내에서도 일정

수준의 미소진동 분석 프로세스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

된다. 

하지만 미소진동 분석에는 이벤트 및 잡음 구분과 그와 관

련된 주파수 대역 분석이 중요한데 본 프로그램에는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기능은 포함되어 있으나 이벤트와 잡음

을 자동으로 구분해주는 기능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우

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민원이 많은 환경에서는 미소진동

데이터 획득의 무선화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무선화에 대한 연

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선진국과의 기술

력 차이를 좁히고 본 기술을 지속적으로 광산 및 기타 안전관

리 필요 시설물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개선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현장적용 및 개선 작업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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