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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개발기술에 있어 유체주입에 따른 유발지진 발생 사례분석

이정인*, 민기복, 김광일

Case Study on Induced Seismicity during the Injection of 
Fluid Related to Energy Development Technologies

Chung-In Lee*, Ki-Bok Min, Kwang-Il Kim

Abstract Induced seismicity related to four energy development technologies that involve fluid injection or 
withdrawal: geothermal energy, conventional oil and gas development including enhanced oil recovery (EOR), shale 
gas recovery, and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is reviewed by literature investigation. The largest induced 
seismic events reported in the technical literature are associated with projects that did not balance the large volume 
of fluids injected into, or extracted from the underground reservoir. A statistical observation shows that the net 
volume of fluid injected and/or extracted may serve as a proxy for changes in subsurface stress conditions and 
pore pressure, and other factors. Energy technology projects that are designed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the 
amount of fluid being injected and the amount of fluid being withdrawn, such as geothermal and most oil and 
gas development, may produce fewer induced seismic events than technologies that do not maintain fluid balance, 
such as long-term wastewater disposal wells and CCS projects.

Key words Induced seismicity, Fluid injection or withdrawal, Geothermal energy, Shale gas recovery, Hydraulic 

fracturing, Carbon capture and storage

초  록 지열에너지, 원유회수증진을 포함한 석유/가스개발, 셰일가스 개발과 이산화탄소 지하저장(CCS)의 네 

가지 에너지개발기술에서 시추공 유체주입 및 배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발지진에 관하여 문헌조사를 통하여 

사례를 분석 하였다. 기술문헌에 보고된 가장 큰 유발지진은 지하 저류층으로 큰 부피의 유체가 주입 된데 비하

여 배출은 적어 평형이 취해지지 않았던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 자료의 통계적 분석 결과, 주입되고 배출 

된 유체의 순주입량의 정도가 지하의 응력조건, 공극유압 등 유발지진을 일으키는 여러 요인들을 포함하여 표현

하는 단일변수 역할 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열개발과 대부분의 석유, 가스개발과 

같은 에너지 개발프로젝트는 총 주입량과 총 배출량의 평형을 유지하도록 설계 함으로서 유발지진이 일어날 

확률을 대폭 줄일 수도 있다. 반면에 장기간에 걸쳐 많은 양을 주입하는 폐수 처리정이나 CCS 프로젝트가 보다 

큰 유발지진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유발지진, 유체주입 또는 배출, 지열에너지, 셰일가스 회수, 수압파쇄, 이산화탄소 지하저장

1. 서 론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지진과 달리 인

간 활동에 의하여 발생 되는 지진을 유발지진(induced 

seismic events or induced earthquakes)이라 부르며 이 

가운데 규모 3 미만으로 감지되지만 피해를 일으키기 

어려운 지진을 미소지진(microearthquake 또는 micro-

seismic event) 혹은 지진의 영향에 주목하여 미소진동

이라고 한다(Min et al., 2013a, Lee and Min, 2013). 

근래 유럽과 미국에서 지열에너지 개발, 원유의 회수증

진(EOR, Enhanced Oil Recovery), 셰일가스 개발, 이산

화탄소포집 및 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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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s of seismic events caused by or likely related to human activities within the coterminous United States 
and portions of Canada as documented in the technical literature (NRC, 2013)

등 에너지개발 기술에서 시추공의 유체주입 및 회수와 

관련된 유발지진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여 사회적 주목

을 받아 왔다. 에너지개발 지역에서 이러한 유발지진이 

비록 사상자나 큰 건물피해가 없다 할지라도 지역 주민

이 진동을 감지하고 불안을 느끼게 하며 이중 일부는 

작은 규모의 재산 피해를 초래 하기도 한다(Lee and 

Min, 2013). 특히 자연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 

에너지 개발을 하는 경우 이러한 유발지진은 비록 규모

는 작을지라도 지역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킨다. 따

라서 에너지개발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유발지진을 최

소화 하면서 이들 기술의 안전한 개발 방법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추공 유체주입과 회수에 의하여 발생한 유발

지진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이를 위해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의 요구에 

의하여 국가 연구 위원회(NRC)의 관련 위원회가 수행

한 연구(NRC, 2013)를 중심으로 사례를 검토하였고 각 

사례들에서 유체 주입 및 회수와 유발지진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시사점을 언급하였다. 

2. 본 론

2.1 유체주입에 관련된 유발지진의 발생 메커니즘

세계적으로 1920년대부터 인간활동에 의한 유발지진

의 발생이 보고(Pratt & Johnson, 1926)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156개 지역에서 보고 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3개 주(Alabam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Illinois, 

Louisiana, Mississippi, Nebraska, Nevada, New Mexico, 

Ohio, Oklahoma, Texas)의 61개 지역에서 유발지진이 

관측 보고 되었다. Fig. 1은 문헌으로 보고된 미국과 캐나

다 일부에서 발생한 유발지진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어떤 특정한 지진동이 에너지 개발로 인한 유발지진

임을 증명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데 그 이유는 인과 

관계의 결론이 주로 지역자료, 선행지진을 기초로 한 

학술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유발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

한 요인은 유체주입 대상 지역의 지각 응력상태의 방향

과 크기, 부근 단층의 존재 및 단층의 방향과 물리적 성

질, 공극수압과 그 변화, 주입 또는 배출되는 유체의 부

피와 주입속도, 저류층 암석의 성질 등이다.

일반 적으로 저류층 암반의 초기응력상태의 단층과 

균열은 안정되어 있다. 하지만 시추공을 통한 유체의 

주입과 배출로 인하여 저류층 공극수압의 변화로 인근 

단층에 작용하는 유효응력의 변화를 초래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특정면의 지각응력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 유효 응력의 변화가 단층을 따

라 미끄러짐과 이동을 일으키며 지진동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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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Information about Historical Felt Seismic Events Caused by or Likely Related to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NRC, 2013)

Energy 
Technology

Number of 
Projects

Number of 
Felt Induced 

Events

Maximum 
Magnitude of 
Felt Events

Number of 
Events M ≥ 

4.0

Net Reservoir 
Pressure 
Change

Mechanism for 
Induced 

Seismicity

Location of 
Events

Vapor-dominated 
geothermal

1
300-400 per 
year since 

2005
4.6 1-3 per year

Attempt to 
maintain 
balance

Temperature 
change between 

injectate and 
reservoir

CA (The 
Geysers)

Liquid-dominated 
geothermal

23 10-40 per year 4.1 Possibly one
Attempt to 

maintain 
balance

Pore pressure 
increase

CA

Enhanced 
geothermal 

systems

~8 pilot 
projects

2-5 per year 2.6 0
Attempt to 

maintain 
balance

Pore pressure 
increase and 

cooling
CA, NV

Secondary oil and 
gas recovery 

(water flooding)

~108,000 
(wells)

One or more 
events at 18 

sites across the 
country

4.9 3
Attempt to 

maintain 
balance

Pore pressure 
increase

AL, CA, CO, 
MS, OK, TX

Tertiary oil and 
gas recovery 

(EOR)

~13,000 
(wells)

None known None known 0
Attempt to 

maintain 
balance

Pore pressure 
increase (likely 

mechanism)
None known

Hydraulic 
fracturing for 

shale gas 
production

35,000 
(wells)

1 2.8 0
Initial 

positive; then 
withdraw

Pore pressure 
increase

OK

Hydrocarbon 
withdrawal

~6,000 fields 20sites 6.5 5 Withdrawal
Pore pressure 

decrease
CA, IL, NB, 

OK, TX

Wastewater 
disposal wells

~30,000 9 4.8 7 Addition
Pore pressure 

increase
AR, CO, OH

Carbon capture 
and storage, small 

scale
2 None known None known 0 Addition

Pore pressure 
increase

IL, MS

Carbon capture 
and storage, large 

scale
0 None None 0 Addition

Pore pressure 
increase

None yet in 
operation

(Pearson, 1981; Jaeger et al., 2007: Scholz, 2002). 지

진의 크기와 최대진도는 단층면의 총 이동면적에 직접

적으로 관계되어 단층면을 따라 미끄러지는 활동면적

이 크면 큰 지진을 일으킨다. 유발지진을 일으키는 일

반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있다고 해도 현재의 컴퓨터 모

델링 기법은 모델을 구성하는 지역의 지각응력, 암반성

질, 단층의 위치와 성질 그리고 유체가 주입되고 배출

되는 형태와 크기에 관한 정보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거대한 자연암반 시스템의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측 능력과 위험도 및 리스크 

평가는 과거 지역자료와 현장계측을 포함한 이용 자료

의 통계적 분석 방법에 계속적으로 의지하게 될 것이다. 

2.2 각 에너지개발 기술에서 유발지진의 발생 사례분석

지열에너지 개발, 원유회수증진, 셰일가스 개발, 이산

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은 시추공의 유체주입과 배출 

작업을 포함하고 있어 각 기술은 유발지진을 일으킬 수

도 있다. Table 1은 미국의 각 에너지개발기술 별 프로

젝트 수, 감지 유발지진의 발생 수, 최대 유발지진 규모, 

규모 4.0 이상의 유발지진 수, 규모 2.0 이상 발생지역, 

발생 메커니즘 등을 요약 한 것이다. 

각 에너지개발기술 별로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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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ysers seismicity maps in 10-year intervals show the expanding distribution of development as illustrated by the 
increased numbers of green squares that indicate the locations of the operating (Preiss, et al., 1996)

Fig. 3. The history of induced seismicity at The Geysers: 
Annual steam production, water injection, and observed 
induced seismicity, 1965-2010 (NRC, 2013)

2.2.1 지열발전

지열발전에는 지열에너지원에 따라 증기(Vapor dominated) 

지열발전, 열수(liquid dominated) 지열발전 및 EGS(Enhanced 

Geothermal System)지열발전 세가지 유형이 있다. 증

기이용 시스템은 지열암반의 공극이나 균열 속에 고온

의 수증기를 내포하는 지열대로 이 시스템은 비교적 드

물고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가이저즈(Geysers) 지열대

가 대표적인 예이다. 열수이용 시스템은 수증기 대신 

내포 된 열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미국 6개주(Alaska, 

California, Hawaii, Idaho, Nevada, Utah) 지열발전이 

이 시스템에 속한다. 이 두 유형은 모두 열수자원 형으

로 지하암반 내에 자연적으로 형성 된 균열대의 수증기 

또는 열수를 회수하고 그대신 냉수를 주입하여 보충하

는 시스템이다. EGS 지열발전은 새로운 형태로서 지하

에 존재하는 저투수성 고온건조 암체에 시추공을 이용

하여 고압의 수리자극(수압파쇄)에 의한 인공 균열 저

류층을 형성하여 투수성을 증가 시키고 이 인공 저류층

에 시추공으로 냉수를 주입 하고 고온 암체에 의하여 

열 교환된 열수를 지표로 회수하여 발전에 이용하는 시

스템이다(Tester, et al., 2006; Min, et al., 2013b). 이들 

지열발전 시스템의 유체주입과 회수가 유발지진을 일

으킬 수 있다. 가이저즈는 연간 725 MWe의 전력을 발

전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지열발전 지역이다. 가이저즈

에서의 유발지진 발생에 관한 최초의 미국지질조사연

구소(USGS) 보고(Hamilton & Muffler, 1972)가 있은 

이후 지열개발이 인근지역으로 점차 확대 됨에 따라 지

진동의 분포지역도 이와 비슷하게 확대되고 발생빈도

수도 점차 증가하였다(Fig. 2). 

1965년에서 2010년까지 가이저즈 지열발전 지역에

서 증기생산량, 물 주입량 및 유발지진의 이력을 Fig. 3

에 표시하였다. 수증기 생산량에 따른 발전량이 1987년 

최대치를 도달하였다가 그 이후 1997년과 2003년 폐수 

파이프라인이 설치 될 때까지 급격히 감소 하였다. 연

간 물 주입량도 새로운 수원지가 개발 될 때까지 같은 

경향을 나타내다가 최근에는 물 주입량을 연간 생산량

에 거의 같아지도록 시행하고 있다. 유발지진의 발생수

의 변화를 세가지 형태, 즉 지진 규모 1.5의 기록을 진

한초록의 곡선으로, 규모 3.0의 발생 수를 그림의 바닥

에 연한 녹색으로 숫자와 함께 나타내었으며, 규모 4.0

이상을 그림 위쪽에 초록색 점으로 나타내었다. 유발지

진의 규모 1.5 이상의 연간발생 수는 1975년 112회에

서 2006년 1384회로 증가 하였으나 규모 3.0 이상은 

1985년 연간 25회이며 그 이후에도 25-32회 수준으로 

보통 월 2회의 발생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규모 4.0이상

은 1972년 최초로 발생한 후 근래에 와서는 연간 약 

1-3회가 발생 하였으며 최대규모는 2006년 5월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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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nual production, water injection, and seismicity 
at the Coso geothermal field (NRC, 2013) 

4.67이 발생하였다(Beall, et. al., 1999; Yoon, et. al., 

2013a). 가이저즈에서의 주입압력이 매우 낮은 점을 고

려하면 유발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은 지하고온 암체가 

주입수에 의하여 냉각 되면서 열 수축이 구속압을 감소

시키고 이에 따라 지역 국부의 응력이 개방 되면서 균

열면을 따라 제한된 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것으로 보

고 있다.

열수이용지열 발전은 상기 미국서부 6개주에서 23개

의 지열발전소가 총 발전시설 용량 1,414 MWe, 평균 

발전 848 MWe으로 가동 되고 있다. 열수형 지열발전

은 발전 방식이 증기형과 다르고 유발지진의 원인과 범

위도 다르다. 가동초기부터 열수이용 지열발전은 생산

되는 유체의 총량이 거의 주입수로 대치되므로 저류 층

의 압력저하를 방지한다. 생산 열수와 재 주입수의 온

도차도 증기이용형에 비하여 비교적 제한되어 저류층

의 냉각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에 주입정 하부압력이 파

쇄를 일으키는 압력 이하이면 유발지진을 일으키는 작

업원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열수형 

지열발전의 계측 결과는 유발지진 발생이 현저히 감소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남동중

부의 리즈크레스트(Ridgecrest) 부근의 코소(Coso) 지

열발전소는 지진대의 화산활동 지역에 위치하며 열수

형 발전방식이나 확장과정에서 일부 증기형으로 발전

방식을 전환하여 유발지진이 보고 되었다(Bhattacharyya 

and Lees, 2002). 코소 발전소는 1987년 최초의 상업발

전을 시작한 이후 3기의 발전기에 현재 총 260 MWe 

발전 설비용량을 갖고 있으며 약 85개의 생산정과 20개

의 주입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NRC, 2013).

코소 지열발전에서 1987년-2008년 간의 연간 열수생

산량과 주입수량에 따른 유발지진의 발생수의 관계를 

Fig. 4에 표시 하였다.

Fig. 3에서와 마찬가지로 규모 1.5 이상인 지진동을 

진한초록색 곡선으로, 규모 3.0 이상인  지진동을 연한

녹색으로 그림 바닥에 숫자와 함께 표시하였다. Fig.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수생산 및 주입량은 1990년 최

대를 기록한 후 2009년까지 점차 감소 하였으나 규모 

1.5 이상인 유발지진은 발전을 시작한 이래 점차 증가

하여 2001년 최대 64회 발생 한 후 감소되어 최근 연간 

20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M≥3.0 규모의 유발지진

은 78년, 95년, 98년, 99년과 2007년 에 각각 1회 발생

에 불과하여 Fig. 3에서의 가이저즈 증기형에 비하여 

유발지진 발생이 현저히 적다.

한편 EGS 연구프로젝트는 미국 뉴멕시코 주 Los 

Alamos 국립연구소(National Lab.) 부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여 심부 고온 저투수성 결정질 암체에 수압파쇄

작업을 수행한 경험이 기초가 되어 그 후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 계속하여 비슷한 EGS 실험 프로젝트가 

수행 되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관

한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함께 미국에서 EGS 지열발

전의 개발로 연간 100,000 MWe 의 전력생산이 가능하

다는 보고(MIT, 2006)와 517,800 MWe 지열 발전이 

가능하다는 미국지질조사연구소(USGS) 보고(Williams 

et al., 2008) 보고 등의 연구결과에 고무되어 호주, 스

위스에서도 EGS 지열발전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EGS 지열개발에서도 유발지진의 발생이 보

고 되었는데 최근에 가장 잘 알려진 예로 스위스 바젤

(Basel)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EGS 기술로 개

발한 지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바젤지역의 전력공급과 

지열난방을 하기 위한 열 병합 발전을 계획, 지열 인공 

저류층 형성을 위한 수리자극(수압파쇄)를 실시하던 중 

규모 2.6∼3.4의 유발지진이 발생하여 프로젝트가 중단 

되었다((Bachmann, et. al., 2009). 바젤 EGS 프로젝트

의 유발지진 관리 사례에 대하여는 이미 국내에 자세히 

보고 되었다(Lee, S., 2013). 또한 프랑스의 슐츠(Soultz) 

EGS 지열발전 연구사례(Lee T. J. and Song, Y.H., 2013)

와 미국 펜톤 힐(Fenton Hill), 일본 히지오리(Hijiori) EGS 

지열발전 연구사례(Park, E.-S., 2013), 및 영국 로즈마

노스(Rosemanowes) 등의 EGS 지열발전 연구사례도 

각각 국내에 보고되었다(Min, K.-B., et al., 2014).

이상에서와 같이 지열개발의 세가지 유형에 따라 유

발지진의 발생을 정리 하였지만(Table 1) 지열개발에서

는 통상 열수 에너지자원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생

산하는 유체부피와 이를 보충하는 주입유체 사이에 체

적평형을 유지 하도록 시도되고 있다. 이 유체평형은 

저류층의 압력을 생산 이전의 초기압력에 될수록 가깝

게 유지 하는데 도움이 되고 따라서 유발지진의 발생을 

감소 시키는 효과가 있다. EGS지열발전의 경우 주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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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원문3-8) Schematic showing the progression of oil production from primary to tertiary recovery. IOR, improved 
oil recovery; EOR, enhanced oil recovery (Al-Mutairi and Kokal, 2011)

는 유체의 양 외에도 저류층 생성을 위한 수리자극이 

진행되는 층의 지질학적 상태에 따라 유발지진의 발생

이 감소되기도 한다. 독일의 Groβ Schnebeck의 경우 

일반적인 EGS가 화강암 층에서 수행되는 것과는 달리 

퇴적암 층에서 진행되었는데 13,000의 유체가 주입되

었지만 발생한 유발지진의 규모는 대체로 -1 이하로 매

우 작았고 발생 횟수 역시 80회로 상당히 적은 편이었

다. 이와 관련하여 Zang 외 다수는 지열 생산에 따른 

유발지진 저감에 관한 유럽지역의 연구를 정리한 바 있

다(Zang et al., 2014; Yoon et al., 2013a). 

2.2.2 원유의 회수증진(EOR)를 포함한 원유/가스의 전

통적 개발

재래식 유전이나 가스전에서 저류암의 공극 내에 있

는 탄화수소 유체는 통상 상당한 자연 압력을 받는 피

압상태에 있어 생산정이 시추되면 저류층 자연압력에 

의하여 원유나 가스가 지상으로 회수되나 압력이 낮아

져 자연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 원유/가스를 회수

하기 위하여 2차 회수와 3차 회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술이 사용 된다(Fig. 5 참조). 여기서 3차 회수를 일명 

EOR(enhanced oil recovery)이라고 하며 이하 본문에

서 EOR로 명명한다.

2차 회수 및 EOR기술에서는 모두 유체를 주입하여 

저류층내 공극에 고여 있는 탄화수소를 밖으로 밀어 지

상으로 올리도록 저류층 내 공극압을 유지시킨다. 2차

회수에서는 주로 물을 주입하고 EOR기술에서는 주로 

이산화탄소(CO2)를 주입한다(Shepherd, 2009; DOE, 

2011).

현재 미국 내에는 약 151,000개의 주입정(注入井)이 

2차 회수, EOR 및 폐수 처리를 위해 허가되어 있고 이 

중 주입에 따른 감지 지진동 발생에 관한 보고(Grasso, 

1992; David and Pennington, 1989; Nicolson and Wesson, 

1990)는 소수에 불과하다(Table 1 참조).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지진대인 카스피안 해 동쪽에 위치한 가

즈리(Gasli)가스전에서 1976년 규모 7의 유발지진이 보

고 되었다(Aduskin, et al, 2000).

전통적인 오일/가스 프로젝트에서도 지열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통상 유체의 주입과 생산의 총 차이인 순 

주입량이 저류층의 공극유압을 변화시키는 가장 직접

적인 요인이 됨으로 유체의 총 주입량과 총 생산량의 

평형을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유발지진의 발생확

률을 낮출 수 있다.

2.2.3 셰일가스 개발

셰일층내에 부존하는 가스와 오일은 셰일층 암석의 

유체투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오랜 기간 저류층 내에

서 이동을 못하고 고립되어 있다. 저투수율의 세일 암

석은 투수율를 높이는 자극을 가하지 않고는 탄화수소

를 생산정으로 유입 시키기 어렵다. 이러한 형태의 비 

전통 저류층은 저류암층에 수평시추를 한 후, 수압파쇄 

기술을 사용하여 저류층 내에 새로운 균열을 형성시켜 

탄화수소가 생산 시추정으로 이동 시키는 방법이 개발 

되었다(EIA, 2011; DOE, 2009). Table 1에 표시한 바

와 같이 미국에는 약 35,000개의 수압파쇄용 셰일가스 

시추정이 있지만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수압파쇄 작업

에서 감지유발지진(규모 2.8)의 발생은 단 한 건 보고 

되었고(Holland, 2011) 그 원인은 미확인 상태이다. 세

계적으로는 영국에서 규모 2.3의 감지 유발지진이 셰일

가스 개발 수압파쇄에서 발생하여 그 원인이 확인된 바 

있다(De Pater and Baisc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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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의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수압파쇄 시추정에 

비하여 감지 유발지진의 발생률이 매우 낮은 것은 유체

주입 기간이 짧고 한정된 량이 적은 공간의 지역에 주

입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2.2.4 에너지 회수와 관련된 폐수 처리정

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직접 유체를 주입하는 이외에도 

오일/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입정을 시추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매우 일반적

이다. 현재 미국은 총 151,000개의 2급 주입정 가운데 

약 30,000개의 폐수처리 정을 갖고 있다(Clark and Veil, 

2009). 여기서 2급 주입정은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의한 UIC(Underground Injection 

Control) 프로그램에서 정의되며, 원유/가스 생산 및 탄화

수소 저장에 동반되는 염수 및 기타 유체들을 주입하는 

시추공을 말한다(NRC, 2013). 폐수처리정과 관련 된 감

지 유발지진의 발생 보고는 극히 적고 있어도 규모 4.0 

이하이다(Block, 2011). 주입 부피, 속도와 압력을 줄여 

폐수정과 관련된 지진의 발생률을 성공적으로 감소 시

킬 수 있다. 폐수처리정과 관련하여 유발지진이 발생한 

곳은 몇 군데에 불과하지만 이들 유발지진은 상당한 주

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Sminchak, et al., 2001). 콜

로라도 덴버시 근교 록키 마운틴 아세널(Rocky Mountain 

Arsenal)에서 깊이 3,640 m의 폐수 처리정을 통하여 일 

평균 181,000갤런(685,085리터)의 화학폐수를 주입하

고 중단 후 다시 일 평균 65,800갤런의 화학폐수를 주입

하였다. 그 결과 3년간 700회 이상의 미소진동이 발생하

였고 그 중 75회는 주민들이 감지할수 있는 규모로 최대 

규모가 4.5 이었으나 피해는 없었다(McClain, 1970). 유

발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주입 범위의 지하

에 사전에 미확인 된 단층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보고 되었다(Hsieh and Bredehoeft, 1981; Herrmann, 

et. al., 1981). 그 외에도 오크라호마 주의 폐수주입정에

서 최근 규모 3.0이상의 유발지진 발생(Ellsworth et al., 

2012)과 콜로라도 파라독스 분지에 있는 폐수 처리정에

서 규모M이 0.5에서 4.3 사이의 유발지진 발생(Block, 

2011)에 관한 보고가 있다.

일반으로 EOR 시추정이 저류층의 특성을 잘 고려하

여 정밀하게 위치를 선정하여 시추되는데 비하여 폐수

처리만을 위한 시추정은 보통 주입전에 상세한 지질 조

사를 하지 않고 때로는 자세한 검토자료가 미비하다. 

따라서 부근에 단층이 존재 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는 

폐수 처리정을 시추 할 수 없는 곳이다. 단층의 존재가 

반드시 유발지진의 가능성을 증가 시키는 것은 아니지

만 유발지진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페수 

처리정 위치선정의 평가를 위해 충분히 고려 해야 할 

사항이다.

2.2.5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여러 연구자들이 수년간 대기중의 CO2를 포집하여 

이를 지하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대

기중의 탄소를 감소 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한 연구

를 해 왔다(Arts, et al., 2008; Bakker, et al., 2008; 

Espinoza, et al., 2011). 만일 기술적으로 성공하고 경

제성이 있다면 CCS는 대기중의 CO2 발생을 줄이는 중

요한 기술이 될 수 있다.

CCS 프로젝트에서 유발지진의 리스크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현재로서 어렵다. 미국 내에서 몇 개의 

소규모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다른 외국에서 두

서너 개의 소규모 상용프로젝트 만으로는 이 기술의 유

발지진을 평가하기는 자료가 부족하다(Table 1 참조). 

1996년부터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 스타트오일(Statoil)

에 의해 북해의 슬라이프너(Sleipner) 지역에서 수행된 

CCS프로젝트는 심부 800~1,100m에 위치한 사암층에 

연간 110만 톤의 CO2를 주입하고 있다. 25년간 주입할 

계획으로 2012년까지 약 1350만 톤의 CO2가 주입되었

다(Eiken and Ringrose, 2011; NRC, 2013). 스타트오

일사는 슬라이프너 지역 이외에도 노르웨이 북부 스놰
빛트와 알제리의 인살라(In Salah)가스전에서 진행된 

CCS 프로젝트에서 주입된 CO2의 양은 슬라이프너 지

역에서 주입된 CO2양에 비해 아직 적다. 지역에서 

CO2는 약 2,600 m 심도의 사암층에 2008년부터 2010

년까지 약 110만 톤이 주입되었으며 인살라 지역에서

는 360만 톤의 CO2가 주입되었다(Eiken, et al., 2011). 

이들 프로젝트는 다른 에너지개발 분야에 비해 주입량

이 아직 매우 적다. 그러나 실제 CCS는 다른 에너지 개

발기술과는 달리 장기간에 걸쳐 CO2를 연속적으로 압

력하에서 높은 주입속도로 주입하며 영구저장을 목적

으로 함으로 지표로 배출은 하지 않는다. 만약 상당한 

규모의 유발지진이 단층 파쇄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점, 

단층 내 공극압 변화 크기 와 암반 부피의 규모 등 조건

이 주어지면 대규모 CCS는 유발지진을 일으킬 가능성

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Zoback

교수와 Gorelick 교수는 2012년 저류층에 주입된 CO2

가 유출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Zoback and Gorelick, 2012a, b). 이 논문에서 전단 파

괴가 발생할 수 있는 임계 응력 상태에 있는 지각에 주

입된 CO2가 공극압을 증가시켜 덮개암에 존재하는 균

열면의 전단 변위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유발지진이 발생하고 덮개암의 투수율이 증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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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Bar graphs of number of documented cases with maximum magnitudes documented in technical literature caused 
by or likely related to subsurface energy production globally (NRC, 2013)

Fig. 7. Graph showing maximum induced seismic event magnitude versus volume of fluid injected into or extracted from 
single wells or fields (NRC, 2013)

어 주입된 CO2가 새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 

대해 MIT의 Juanes 등 여러 연구자들이 근거의 빈약함

을 이유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Juanes et al., 2012). 

그렇다 하더라도 Zobak과 Gorelick의 논문은 CCS를 

수행할 때에 CO2의 주입량과 유발지진 발생의 관계 및 

위험성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Park et al., 2014).

Fig. 6에 에너지개발 응용분야에서 발생한 유발지진

의 최대 규모에 따른 보고된 사례의 수가 나타나있다. 

가장 큰 규모의 유발지진이 발생하는 응용분야는 원유 

및 가스 생산분야로 최대 규모 7의 유발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그 다음으로 댐과 같이 지표에 저류층을 

형성하는 경우에 최대 규모가 6인 유발지진을 다수 발

생시킨 사례가 있다. 지열발전의 경우 대체로 최대 규

모가 2~3인 유발지진을 발생시키고 그 외에는 발생한 

유발지진의 최대 규모가 0~1인 사례가 주를 이뤄 다른 

에너지개발 분야에 비해 발생하는 유발지진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체 주입을 이용하는 에너지개발 분야마다 발생하는 

유발지진의 규모는 주입 및 회수되는 유체의 양과 상관

관계가 있다. 주입되는 유체의 양과 회수되는 유체의 

양의 차이를 순주입량이라 하면 순주입되는 유체의 양

이 증가하면 발생하는 유발지진의 최대 규모가 증가하

는 경향이 있다(Fig. 7 참조). 지열발전의 경우 주입시

킨 유체의 대부분이 생산정을 통해 다시 회수되는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순주입량이 원유 및 가스 생산, 2차 회

수, 폐수처리 등에 비해 상당히 적어 발생하는 유발지

진의 규모가 대체로 작다. 지열을 이용하는 바젤 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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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comparison showing estimated injected fluid volumes for (1) Shale gas hydraulic fracturing (2) CCS (3) Waste 
disposal (4) Geysers steam field (5) Basel EGS (NRC, 2013).

프로젝트와 가이저즈의 경우 셰일 가스 시추공이나 CCS

기술을 이용하여 주입된 유체의 양에 비해서 적은 양의 

유체를 주입하였다(Fig. 8 참고).

3. 시사점

유체의 주입 및 배출이 수반되는 에너지개발 기술에

서 유발지진에 관한 사례들의 조사를 통해 얻어진 다음

과 같은 지견(知見), 문제점 및 대안은 앞으로 국내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위하여 좋은 시사점이 제시될 수 

있다.

• 유체 주입 및 배출에 의해 지진동이 유발되는 메커니

즘은 유체 주입으로 유발된 저류층 내 공극압의 증가

가 단층 등의 불연속면에 작용하는 유효 응력의 감소

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기초원리는 어느 정도 잘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유체주입으로 인한 주

변값 이상의 공극유압 증가와 유체배출로 인한 주변

값 이하의 공극유압 감소는 지진동을 일으킬 가능성

이 있으며 이러한 진동을 일으키는 전단 미끄러짐은 

① 저류층내 공극유압의 큰 변화 ② 지각응력과 단층 

및 균열의 방향에 의하여 결정되는 단층면을 따른 응

력이 극한상태에 있으며 ③ 취성파괴를 일으키기 쉬

운 단층 암질 등의 조건이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

• 이와 같은 주입과 배출에 의하여 야기되는 공극압의 

변화와 암반응력 변화를 나타내는 역학적 모델링과 

단층특성을 고려한 지진의 컴퓨터 모델링을 할 수는 

있지만(Yoon, et al., 2013b) 단층의 위치와 성질, 현

지응력, 유압과 암반성질 등 복잡한 시스템의 상호작

용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며 모델의 정확성에 한

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유발지진에 관하여 지구 내

에서 일어나는 응답 규모의 범위가 너무 넓어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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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해서 현장의 계측을 판단 할 수 있는 능

력은 아직은 연구단계로 더 많은 종합 연구를 수행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유발지지의 통계적 

사례 분석은 예측을 위한 주요한 자료가 된다.

• 지진을 유발하는 변수와 발생 메커니즘 및 상관관계

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서 지진동 및 현지의 

특성에 관한 양질의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료 수집에 대한 표준규약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결 론

지열에너지, 삼차회수를 포함한 원유/가스개발, 셰일

가스 개발과 이산화탄소 지하저장(CCS)의 네 가지 에

너지개발기술에서 시추공 유체주입 및 배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발지진에 관하여 문헌조사를 통하여 그 내

용을 소개 하고 사례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주요한 지

견 및 제안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개발기술에서 시추공 유체주입에 의한 유발지

진의 발생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

면 미국 내 존재하는 수십만 개의 에너지개발 시추정에

서 주민에게 감지된 유발지진이 발생된 시추정의 수는 

극히 적다.

에너지 개발기술에서 발생하는 유발지진의 규모는 주

입된 유체의 양과 배출된 유체의 양의 차이인 순 주입

량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순 주입량이 클수록 최대 

유발지진의 규모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지열개발이나 원유/가스의 회수증진에서는 주입된 유

체의 대부분이 지열의 경우 열교환 후 회수되며 원유/

가스의 경우 탄화수소 유체로 생산되기 때문에 순 주입

량이 비교적 적어 유발되는 지진동의 규모가 작다. 또

한 지열개발이나 원유/가스의 이차 및 삼차회수 작업에

서는 유체의 주입압력과 체적을 저류층 내 공극압이 초

기 공극압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조절 할 수 있다. 

지열 자원의 경우 개발 유형에 따라 주입과 배출에 대

한 유발지진의 반응은 원인과 크기가 다르다. 지열대에 

냉수주입으로 암반온도가 감소하면 유발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을 가진다. 

셰일가스 회수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압파쇄 

과정은 감지 유발지진의 발생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은 현재 총 151,000개의 2급 주입정 가운데 약 

30,000개의 폐수처리 정을 갖고 있다. 폐수처리 정과 

관련 된 감지 유발지진의 발생 보고는 극히 적고 있어

도 규모 4.0 이하이다. 주입 부피, 속도와 압력을 줄임

으로써 폐수정과 관련된 지진의 발생률을 성공적으로 

감소 시킬 수 있다.

CCS의 경우 아직 대규모 유체주입을 시행한 경험이 

없으나 단일 시추정에 주입되는 유체의 양이 다른 분야

에 비해 많으므로 CO2가 주입된 저류층이 원유, 가스

전과 비슷한 거동을 보인다면 광범위한 영역에 다수의 

유발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CCS에 대한 

유체주입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여 미국의 경우 연방정

부의 지원하에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연방기관과 

외국의 CCS 운영사 사이의 공동연구가 중요하다고 보

고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CCS 연구에도 타산지석

(他山之石)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사례들의 유발지진

의 위험도와 리스크 평가를 통하여 실제 에너지개발 기

술에서 모범작업관리(best practice) 규약(protocol)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이에 관한 정부

의 역할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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