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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ydro-mechanical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gnitude
of injection-induced seismicity and shut-in. In hydraulic analysis, the suspension of fluid
injection makes the pore pressure gradient smaller while the pore pressure at the pressure
front can reach the critical value for several hours after shut-in, which leads to the additional
slip with wider area than during injection. The hydro-mechanical numerical analysis was
performed to model the simplified fault system, and simulated the largest magnitude earthquake during shut-in stage. The effect of the abrupt suspension of fluid injection on the large
magnitude earthquake was investigated in comparison with the continuous injection. In
addition to the pore pressure distribution, it was found that the geometry of multiple faults
and the stress redistribution are also important in evaluating the magnitude of the induced
seism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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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유체 주입 중단과 유발 지진 규모의 관계에 대하여 수리역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수리적
해석을 통해 공극압의 구배가 유체 주입 중단으로 인해 완만해짐과 동시에 주입 중단 이후에도 수 시간
동안 압력 선두에서 상당한 임계 공극압에 도달하면서 더 넓은 영역에서 추가적인 전단을 일으킬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수리역학 복합 해석을 단순화된 균열모델에 적용함으로써 유체 주입 중단 후에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모사하였고, 유체 주입을 유지하는 경우와의 비교를 통해 급작스런 유체
주입 중단이 지진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극압의 분포 이외에도 단층 간의 기하학적
관계와 응력 재분배 등에 의해 임계 공극압의 구배가 변하며 이것이 유발 지진의 규모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유발 지진, EGS, 수치해석, 수리 자극, 유체 주입

Ⓒ The Korean Society for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 2022.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4 ∙ Juhyi Yim and Ki-Bok Min

1. 서 론
유체 주입은 셰일 가스 개발, 인공저류층 지열시스템(Enhanced Geothermal System, EGS), 이산화탄소 지중저장과 같은 사업
들에 수반되는 주요 공정이다(Ellsworth, 2013, Kim et al., 2019). 유체 주입중 발생하는 미소지진은 유체의 유동 범위를 파악할
수 있게 하지만 주변에 피해를 야기하는 큰 규모의 지진(Large Magnitude Earthquake, LME)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수 보고되
어 이에 관한 메커니즘 규명은 과학기술계의 큰 해결과제이다. (Davis and Frohlich, 1993, Ellsworth, 2013) 유체 주입 중에 발생
하는 LME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유체 주입을 중단시키지만(Majer et al., 2012, Kim et al., 2018) 그 이후에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LME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었다(Charléty et al., 2007, Baisch et al., 2009, Mukuhira et al., 2017, Park et al.,
2020). 예를 들어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수행된 EGS 사업의 경우 유체 주입 중단 중에 발생한 LME에 의해 사업이 중단되었으
며, 우리나라 포항 EGS현장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유체 주입 중단 이후에 발생한 바 있다(KGC, 2019).
EGS현장에서 유체 주입 중단 후에 발생하는 큰 규모의 유발 지진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큰 규모의 지진들의 진
원 메커니즘(focal mechanism)을 분석하면 인장 메커니즘보다는 전단 메커니즘을 따르며 전단면은 지진 군집(seismic cloud)이
이루는 면과 평행하다(Deichmann et al., 2009, Charléty et al., 2007). 주입 중단 후에 지진의 발생이 점점 천부로 이동하는 반면,
큰 규모의 지진들은 주입점보다 깊거나 얕은 심도에서 모두 일어났다(Schoenball et al., 2013, Mukuhira et al., 2017). 스위스 바
젤과 프랑스 슐츠에서 유체 주입에 따른 유발지진의 진원 메커니즘과 위치가 자세히 조사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LME는 주입점이
포함된 전단면 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여러 면 구조를 통해 연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주입 중단 후에 LME는 주입 중에 발생
한 지진 군집의 가장자리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Dorbath, 2009, Kraft et al., 2014, Mukuhira et al., 2017).
주입을 중단한 상태에서 주입을 하는 상태보다 LME의 규모가 더 커지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연구에 의해 다양한 설명들이 제시
되어왔다. 유체 주입을 중단한 후에 공극압의 구배는 완만해지지만 공극압은 계속 전파하여 전단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커
지는 것으로 설명한 사례가 있으나(Baisch et al., 2009, Mukuhira et al., 2017) 이러한 설명은 개념적인 설명으로 지진의 규모 증
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Fig. 1 참조). 또한 전단이 동시에 발생하는 영역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될 때 단층면 전체로 전단이
불안정 전파(Unstable rupture propagation)하게 되는 것을 큰 지진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으로 보는 파괴역학적 설명도 있다(Galis
et al., 2017). 통계적으로 많은 지진이 일어나면 규모가 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주입이 중단되고도
지진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있다(Segall and Lu, 2015,
Langenbruch et al., 2020).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은 유체 주입 중단과 지진 규모의 물리적 관계를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 또한 수치
해석을 이용하여 현장을 모사한 연구들은 주입 중단 이후에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였지만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은 모사하지
않았다(McClure, 2015, De Simone et al., 2017, Kim et al.,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유체 주입을 중단하는 것이 어떻게 유발 지진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지 수리역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수리
적 해석해와 수리역학 복합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주입을 중단하지 않은 경우와 중단한 경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개념적으로 제시
된 공극압 구배의 효과를 물리적으로 확인하고 유발 지진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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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chematic diagram of pore pressure distribution and shear slip area increase after the suspension of fluid injection (Mukuhira
et al., 2017)

2. 수리적 해석해를 이용한 분석
2.1 모델 설명

유체 주입에 의한 유발 지진은 역학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없이 수리적인 측면에서 공극압의 확산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지진기
반 저류층 특성화(Seismicity-based reservoir characterization, SBRC)는 유체 주입에 따라 유발된 미소지진의 시공간적 분포를
공극압의 확산으로 해석하여 수리적 확산도(hydraulic diffusivity)를 구하는 방식으로써 공극압에 대한 확산 메커니즘이 현상 관
측결과를 잘 설명하는 모델임을 알 수 있다(Shapiro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쿨롱파괴조건식(식 (1))을 만족할 경
우 전단이 발생하면서 전단 팽창에 의해 수리적 간극이 커지는 것을 반영한 수리모델을 이용하여 유체 주입 중단의 효과를 분석하
고자 한다.

          


(1)

여기서 p는 공극압, pcri는 임계 공극압, σn은 수직응력, τ는 전단응력, f는 마찰계수이다.
Fig. 2는 불투수성 암반 내에 단일 절리면 상에서 축대칭 확산에 의해, 전단이 발생한 영역을 수리적으로 자극된 영역(stimulated
zone)으로, 아직 전단이 발생하지 않은 영역을 수리적으로 자극되지 않은 영역(unstimulated zone)으로 구분한 수리적 해석해의
개념적 모델을 보여준다. 절리상에서 어떤 한 영역의 공극압이 임계 공극압에 도달하여 전단이 발생하면, 정적마찰력보다 운동마찰
력이 작기 때문에 준정적 상태에서는 운동 마찰력과 평형을 이룰 때까지 전단이 진행된다. 정적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을 각각 임계
공극압의 상한과 하한으로 대응시켰고, 수리 자극된 영역의 경계 부분(r = R)에서 임계 공극압 상한에 도달할 때 수리 자극된 영역
의 경계를 임계 공극압 하한까지 확장시킴으로써 시간에 따른 전단의 발생과 수리 자극 영역의 팽창을 모사하였다. 수리 자극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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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확장된 직후에는 늘어난 경계 부분에서 아직 공극압이 임계 공극압 상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서
야 다시 임계 공극압 상한에 도달하면서 전단이 발생하고 수리 자극된 영역이 확장된다(Fig. A1). Table 1은 본 해석에 쓰인 입력값
을 나타내고 Fig. 3은 유체를 일정 유량으로 주입하고 118시간이 지났을 때의 해석해에 의한 공극압의 구배를 보여준다(Appendix;
Yim, 2018). 파선으로 된 상자로 나타낸 바와 같이 수리 자극된 영역과 수리 자극되지 않은 영역의 경계가 위치함에 따라 공극압의
공간적 기울기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LME는 주로 지진 군집의 경계부에 위치했다는 관측결과에 기반하여 주입 중
에는 수리 자극된 영역에 높은 공극압이 유지가 되지만 경계부에서 새로 생기는 수리 자극 영역의 증가분만을 전단 영역(shearing
area)으로 가정하고 시간에 따른 전단 영역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결과에서는 일정 유량으로 주입하다가 5일째에 중단하는 경우
(shut-in)와 중단 없이 계속 주입하는 경우(continuous injection)를 비교하였다.

Fig. 2. A schematic model for hydraulic analysis

Table 1. Input parameters for hydraulic analysis
Parameters

Value

Aperture in the stimulated zone, a1

150 μm

Aperture in the unstimulated zone, a2

30 μm

Joint normal stiffness in the stimulated zone, Kn1

10000 MPa/m

Joint normal stiffness in the unstimulated zone, Kn2

500000 MPa/m

Viscosity, μ

0.1421 mPa·s

Upper critical pore pressure

5.1 MPa

Lower critical pore pressure

5.0 MPa

Flow rate

2.68E-02 m3/s

Radius of the well

10.965 cm

Duration of injection before shut-in

5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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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ore pressure distribution of hydraulic analysis after 118 hours of fluid injection. The boundary of stimulated zone is located
at about 2,500 m with drastic change of pressure spatial gradient

2.2 결 과
수리적인 해석에 의하면 수리 자극된 영역의 경계로 나타내어지는 압력 선두(pressure front)는 유체 주입을 중단하더라도 수 시
간 이후까지 임계 공극압 이상에 도달하면서 계속 진행하였으나 그 진행 속도가 감소하였다(Fig. 4). 장시간 동안 경계부에서 공극
압이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수리 자극되지 않은 영역의 작은 수리적 간극으로 인해 저류율과 투수율이 수리 자극된 영역에 비해 현
저히 작으므로 유체 주입을 중단하더라도 수리 자극되지 않은 영역으로 흘러나가는 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수리 자극된 영역의 공
극압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체 주입이 중단되면 공극압을 바깥방향으로 확산시키는 동력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압력 선두의
진행 속도 감소, 즉 전단 영역 발생이 보다 늦게 일어나게 된다. 이는 유체 주입을 중단하더라도 지진이 계속 발생하지만 그 발생 빈
도는 감소한다는 관측 사실의 설명이 될 수 있다. 또한 압력 선두에서 발생하는 전단 영역의 크기는 유체를 주입함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이는 지진 규모와 유체의 주입부피가 양의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McGarr, 2014)과 연관될 수 있다. Fig. 4는 유체 주입
을 중단하는 것이 시간에 따른 전단 영역의 증가를 가속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전단 영역의 크기의 증가는 본 해석에서 수리 자극 영
역의 경계에서 공극압 구배의 경사가 완만해진다는 의미이며, 유체 주입 중단이 공극압 구배를 더 빨리 완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전
단 영역의 증가가 가속화되는 것이고, 이는 Mukuhira et al.(2017) 등이 제시한 Fig. 1의 개념적 설명을 수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Fig. A1). 한편 주입을 유지한 경우 약 7일이 경과했을 때 발생할 전단 영역의 크기가 5일째에 주입을 중단함으로써 약 5.6일에
발생한 것을 보여주며 이를 발생가능한 지진의 규모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수리적인 해석만으로도 관측 사실을 정성적으로 모사할 수 있으나 본 해석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먼저 수리 자극된 영역을
확장시킬 때 갑작스런 수리적 간극의 증가에 의한 공극압의 감소와 같은 동적 거동은 무시가 되었다. 또한 절리 외에 암반을 통한 확
산은 무시하고 균질한 단일 절리만을 모사하였다. 그리고 역학적 거동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단에 의한 응력 재분배 등은 고
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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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imulated zone boundary and the shearing area over time for cases of continuous injection and shut-in. The dashed vertical
line indicates the shut-in moment. The shearing area is equal to the increment of stimulated zone boundary

3. 수리역학 복합 수치해석을 이용한 분석
3.1 모델 설명
다공탄성학적 해석을 통해 공극압의 직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공극압이 주변 암반의 응력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유체 주입에
따른 유발 지진의 특성들을 모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수치해석 연구에서 보여진 바 있다(Segall and Lu, 2015, De
Simone et al., 2017, Chang et al., 2020, Kim et al., 2022). De Simone et al.(2017)은 전단에 의한 주변 응력의 변화가 크다는 것
을 보였고 Kim et al.(2022)은 전단에 의한 영향을 통해 포항에서 발생한 유발지진의 발생 특성을 모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리역
학 복합 해석은 유체 주입에 의한 유발 지진을 분석할 때 필요하며, 앞 절에서 수행된 수리적 해석의 한계를 극복하여 균열의 수리역
학적 특성, 방향, 응력집중 등 역학적 영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수리역학 복합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투수성 암반 내 절리를 따라 유체 유동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2차원 개별요소법을 이용한 소프트웨어인
UDEC을 사용하였다(Itasca, 2011). 바젤에서 조사된 진원 메커니즘과 위치 정보를 참고하여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한 단층면
(Case 1 단층)을 모사하였고 비교를 위해 주입 지점에서 멀어지며 발달했지만 같은 임계 공극압을 가지는 단층면(Case 2 단층)을
가정하여 Fig. 5와 같은 단순화된 두 모델을 구성하였다. Table 2는 수치해석에 입력된 변수로 Basel 현장의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필요 시 일반적인 값을 가정하였다. 주입공정의 경우 초기 4시간 동안은 급격한 공극압의 증가를 막기 위해 작은 유량으로 주입한
뒤, 그 이후에는 유량을 증가하여 주입하였다. 비교를 위해 주입 후 16시간 후에 유체주입을 중단한 경우(Shut-in)와 유지한 경우
(continuous injection)를 비교하였다. Case 2 단층은 초기 응력에 의해 Case 1 단층과 같은 1.5MPa의 임계 공극압을 가지지만 방
향은 다른 단층으로 여러 단층의 기하학적 관계가 어떻게 유발 지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상의 단층이다. 수치
해석상에서 절점에서 최소 전단 속도(minimum shear velocity)이상 일 때 이를 본 해석의 지진으로 간주하였고, 여러 절점에서 지
진이 발생한 경우 서로 이웃한 노드끼리는 하나의 지진으로 보았다(Yim, 2018). 각 지진에 대응하는 환산 규모는 식 (2)에 따라 계
산하였다(Hanks and Kanamori,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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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G는 단층의 전단 강성, d는 전단 변위, A는 전단이 발생한 면적으로 절점에 해당하는 길이와 현재 2차원 모델의 두께(L)의
곱으로 나타내었다.

Fig. 5. Two geometrical models considered for the current study. The thick lines indicate faults

Table 2. Input parameters for UDEC numerical simulation
Parameters

Value

Flow rate, q

0.139E-5 m3/s/m (0-4h)
3.333E-5 m3/s/m (After 4h)

Residual hydraulic aperture, amin

1.00 μm

Maximum hydraulic aperture, amax

120 μm

Aperture at zero normal stress, a0

120 μm

Viscosity, μ

0.1421cp

Dilation angle, φ

5°

Static friction angle, θs

30°

Dynamic friction angle, θd

28°

Cohesion, c

0 MPa

Stiffness characteristics (dkn/dσ'n)

50000

Minimum shear velocity, vmin

10 μm/s

Open hole length, L
Boundary stress
Initial pore pressure

Reference

De Simone et al., 2017

400 m

Häring et al., 2008

σxx

120.0 MPa

Häring et al., 2008

σyy

75.0 MPa

Häring et al., 2008

σxy

11.0 MPa

Häring et al., 2008

p0

46.0 MPa

Häring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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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과 및 논의
3.2.1 결과
Case 1 해석 결과에 따르면 유체 주입 중단 후에 발생한 지진의 규모는 1.44로 주입 중에 발생한 지진의 규모인 0.86보다 0.58만
큼 더 컸다(Fig. 6(a)).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한 위치는 교차점으로부터 약 900 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Fig. 6(d) 빨간 상자로 표기되
어 있다. 이 경우에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층에 임계 공극압의 기울기가 공극압의 기울기와 비슷
한 상태에서 공극압이 임계 공극압에 도달하여 여러 노드에서 한 번에 전단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유체 주입을 유지한
경우 큰 지진 대신 작은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하였다. Fig. 6(c)와 Fig. 6(e)에서 임계 공극압이 주변보다 2~3 MPa정도 급격히 감소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한 노드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그 옆 노드에 응력이 집중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이로 인해 응력이 집중
된 영역에서만 그 다음 지진이 발생하게 되어 지진의 규모가 제한되었다. 응력 집중으로 인해 규모가 제한되는 효과를 극복하고
Case 1의 유체 주입을 중단한 경우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주입 지점을 지나는 단층에서 발생한 전단에 의해
단층의 응력이 재분배되었기 때문이다(Fig. B1). Case 1의 경우 응력 재분배로 인해 Fig. 6(b)와 같이 교차점에 가까운 영역에서 초
기 임계 공극압 47.5MPa 이상으로 임계 공극압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Fig. 6(c)와 같이 단층 내에 공극압이 초기 임계 공극압 이상
이 될 수 있었다. 유체 주입 중단 이후에도 Fig. 6(d)의 0~500m 구간과 같이 초기 임계 공극압 이상의 공극압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
던 것은 500m 이후에는 전단으로 인해 수리적 간극이 증가하지 않아서 저류율과 투수율이 작게 유지되고 그로 인해 전단이 일어난
영역에서 유출되는 유량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차점에서 먼 구간(Fig. 6(d)의 1000m이후)에서는 주입 지점을 지나는 단층의
전단에 의한 응력 재분배의 효과가 작기 때문에 여전히 초기 임계 공극압을 유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응력 재분배는 넓은 영역에서
한 번에 전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Fig. 6(c)에 임계 공극압의 분포와 공극압의 분포를 조성하였다.

Fig. 6. Induced earthquake magnitude and pore pressures for Case 1.(a) The moment magnitude of Case 1 over time. The pressure
distribution of Case 1 at (b) t=8h (during injection), (c) t=16h (shut-in moment), (d) t=25h (after shut-in), (e) t=21h (with
continuous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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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duced earthquake magnitude and pore pressures for Case 1.(a) The moment magnitude of Case 1 over time. The pressure
distribution of Case 1 at (b) t=8h (during injection), (c) t=16h (shut-in moment), (d) t=25h (after shut-in), (e) t=21h (with
continuous injection) (continued)

교차한 단층이 주입지점으로부터 멀어지며 발달한 Case 2는 유체 주입 중단 여부에 무관하게 큰 규모의 지진이 관측되지 않았다
(Fig. 7(a)). 이는 주입 지점을 지나는 단층의 전단에 의한 응력 재분배의 효과가 Case 1과 다르기 때문이다. Case 2에서 단층은 주
입 지점을 지나는 단층과 비슷한 방향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응력 재분배의 효과는 단층의 임계 공극압을 감소시켜 불안정화시킨다.
그로 인해 공극압의 증가가 아직 주입 지점을 지나는 단층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ig. 7(b)의 뾰족한 임계 공극압
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전단이 이미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단에 의한 응력 집중으로 인해 뾰족하게 감소한 임계 공극압 이상으
로 공극압이 증가하기 어렵게 되어 Case 2에서는 단층내의 공극압이 대부분의 구간에서 초기 임계 공극압 이하로 유지되고, Fig.
6(d)에서와 같이 큰 영역에서의 전단이 발생할 수 없다. 결국 응력 집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효과만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쳐서
지진의 규모가 제한되었다. 이를 통해 유체 주입 중단 후에 발생하는 지진 규모 평가에서 공극압의 압력 구배가 완만해지는 효과와
더불어 응력 재분배에 의한 효과도 고려되어야만 함을 알 수 있다.

Fig. 7. Induced earthquake magnitude and pore pressures for Case 2. (a) The moment magnitude of Case 2 over time. The pressure
distribution of Case 2 at (b) t=8h (during injection), (c) t=16h (shut-in moment), (d) t=21h (after shut-in), (e) t=21h (with
continuous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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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duced earthquake magnitude and pore pressures for Case 2. (a) The moment magnitude of Case 2 over time. The pressure
distribution of Case 2 at (b) t=8h (during injection), (c) t=16h (shut-in moment), (d) t=21h (after shut-in), (e) t=21h (with
continuous injection)(continued)

3.2.2 수리적 해석과 수리역학 복합 해석의 비교
복합거동을 고려하지 않고 수리적 해석만을 수행할 경우, Case 1과 Case 2에서 각 단층면이 초기 상태에서 같은 임계 공극압을
가지며 수리적 특성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경우에서 지진 양상은 유사해야 한다. 그러나 수리역학 복합 해석은 두 경우에서 지
진 규모와 발생 양상이 크게 달랐으므로 수리역학 복합 해석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리적 해석과 달리 수리역학 복합 해석에
서는 전단 팽창, 응력 재분배, 절리의 방향 등을 고려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수리역학 복합 해석은 유
체 주입을 급격히 중단함으로써 바젤의 사례와 같이 오히려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가 있음을 보였지만 더불어 다양한 단층
과 물리적 기작이 관여되는 복잡한 암반 거동을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유체주입 시 발생한 유발지진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급격한 중단, 점진적 중단, 점진적 배수, 전면배수 등 다양한 공정이 유발지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며, 특히 3차원 균열의 형상, 단층 물성의 불균질성, 암반의 투수성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유체 주입 중단과 지진 규모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불투수성 암반에 대하여 수리적 해석과 수리역학적 복합 수치해
석을 실시하였다. 수리적 해석을 위해 수리 자극된 영역과 수리 자극이 되지 않은 영역을 나누어 확산 방정식을 적용하여 해석해를
구하였다. 이를 통해 유체 주입 중단이 공극압 구배를 완만하게 함과 동시에 수리 자극된 영역의 경계 부근에서 수 시간 동안 상당한
임계 공극압에 도달하면서 추가적인 전단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리역학 복합 해석은 2차원 개별요소법을 이용하여 불
투수성 암반 내 절리 유동을 모사하는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단순화된 균열모델을 대상으로 유체 주입 중단 후에 최대 규모의 지
진이 발생하는 것을 모사하였다. 유체 주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큰 규모의 지진 대신 여러 번의 작은 규모의 지진으로 나뉘어서 발
생하였다. 이를 통해 급작스러운 유체 주입 중단에 따른 지진의 발생양상 및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발전된 모델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극압 구배와 더불어 단층 간의 기하학적 관계와 응력 재분배 등에 의해 임계 공극압의 구배가 변
하는 것 또한 유발 지진의 규모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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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수리적 해석해를 구하기 위한 미분방정식과 경계조건은 식 (1)과 같다.
  

 

    

















   




    

(1)

  

    
 →     


 →∞    


lim
lim




 
   
   
 
 





 → 



 → 



 

 


   
         

 

a는 절리 간극, Kn은 절리의 수직 강성, μ는 유체 점성, pcri는 임계 공극압, Q는 주입 유량, rw는 시추공 반경을 나타낸다. 0~R 영
역을 1번 영역으로 수리 자극된 구역(stimulated zone), 나머지 영역을 2번 영역으로 수리 자극되지 않은 구역(unstimulated zone)
으로 나누었다. 시간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적용하면 압력분포는 식 (2)와 같이 얻어진다. I, K는 수정된 베셀 함수(modified
Bessel function)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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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 주입에 따른 해는 식 (2)에 라플라스 역변환을 적용하면 구할 수 있고, 유체 주입 중단은 tshut을 유체 주입 중단 시점이라 할
때 식 (3)와 같이 해를 중첩하여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라플라스 역변환을 위해 수치적인 방법으로 Talbot’s method (Abate
and Whitt, 2006, Verruijt, 2013)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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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리 자극된 구역이 시간에 따라 확장되는 것을 모사하기 위해 주입이 계속됨에 따라 r = R 지점에서 공극압이 임계 공극압의 상
한 값에 도달했을 때 (Find ti in Eq. (4)), 임계 공극압의 하한 값을 가지는 지점을 새로운 R (Find Ri in Eq. (4))로 정하였다(Fig.
A1). 이를 위한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고 확장되는 순간 R의 증가분을 그 시점에서 전단된 영역으로 가정하였다.
     

              
          


(4)

Fig. A1. Schematic diagram of pore pressure distribution for cases of (a) continuous injection and (b) shut-in. Each pore pressure
distribution is plotted at the moment of the stimulated zone increase. Two graphs are of the same scales and sizes of
stimulated zone increase in case of shu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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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수리복합해석결과에서 주응력도를 그리면 다음 그림과 같다. 십자모양은 주응력의 방향을 나타내고 색은 가장 값이 큰 주응력의
크기를 나타낸다. Fig. B1(a), (b)는 각각 Fig. 6(d), (e)에, Fig. B2(a), (b)는 각각 Fig. 7(d), (e)에 대응된다. Fig. B2(a)는 컬러맵의
범위가 다르게 정의되어 색깔이 다르게 보이나 다른 경우들과 큰 변화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a)

(b)
Fig. B1. The first principal stress distribution for Case 1 at (a) t=25h (after shut-in), (b) t=21h (with continuous injection). The cross
indicates the direction of principal stresses, and the green lines indicate fa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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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B2. The first principal stress distribution for Case 2 at (a) t=21h (after shut-in), (b) t=21h (with continuous injection). The cross
indicates the direction of principal stresses, and the green lines indicate faults

TUNNEL & UNDERGROUND SPACE Vol. 32, No. 3,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