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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전기비저항 관측을 이용한 이산화탄소(CO2)의 지중저장 모니터링 및 포화도 산정에 관한 실험 연구

로, 균질한 시료 및 불균질한 시료에 대해 초임계CO2와 염수의 주입 및 반복 실험을 통하여 전기비저항의 변화를 고찰

하고 이로부터 전기비저항 지수를 이용하여 CO2 포화도를 추정하였다. 두 암석시료에 대해 실험한 결과, 시료 내부의 공

극구조에 따른 영향과 함유된 점토 광물의 영향이 포화도 산출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저류층에서의 전기비저항에 따른 CO2 포화도 추정의 정량적 평가에 있어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된다.

주요어: 지중저장, 초임계 CO2, 모니터링, 전기비저항, 포화도

Abstract: As a part of basic studies on monitoring and saturation estimation of carbon dioxide (CO2) storage using

resistivity survey, laboratory experiment has been conducted to measure the change of the electrical resistivity through

repeated experiments of supercritical CO2 and brine water injection into homogeneous and heterogeneous sandstones. The

CO2 saturation is estimated by using resistivity index based on the resistivity measurements.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wo types of sandstones show that the effect of pore structure in the rock and the effect of contained clay minerals in

the rock can be affected to calculate the CO2 saturation. The result can be useful to evaluate the CO2 saturation based

on resistivity survey at the site where CO2 sequest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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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이산화탄소(CO2)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한 기술은 지하 심

부의 대수층, 가스전, 유전에 주입, 석유, 천연가스를 증진 회

수하기 위한 석유증진회수(EOR; Enhanced Oil Recovery)이나

가스증진회수(EGR; Enhanced Gas Recovery)에 이용되거나,

석탄층과의 흡착으로 메탄가스를 증진 회수(ECBM)하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파일럿 사

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IPCC, 2005). 지중 심부에 저장된 CO2

는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으며 또한 반 영구적이

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하 심부 대수층에 주입된 CO2는

초임계 상태로 저류층 안을 유동한다. 단층 등의 불연속면이나

덮개암층(cap rock)의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이 존재하면 누출

등의 위험성이 생긴다. 또한 고갈 유전이나 가스전에의 CO2

주입에서는 폐공 등에서 누출될 위험성도 있다. 특히 유동성이

높은 초임계 상태의 CO2는 미세한 틈새로도 유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거동을 파악하여 가스누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여 예방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연구로 실내실험으로는 다공

질사암에 CO2를 주입하기 전과 후에 전기비저항이나 탄성파

속도를 측정하여 CO2 주입량에 따른 전기비저항의 증가나 탄

성파속도 감소를 이용하여 주입량 및 거동을 평가하고 있다

(Kim et al., 2009a, Onishi et al., 2006; Xue and Ohsumi,

2004). 또한 파일럿 사이트에서는 탄성파 토모그래피 탐사뿐만

아니라 중력탐사, 물리검층 등 다양한 탐사의 모니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CO2 지중 거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다(Kim et

al., 2009b, Xue et al., 2006; Saito et al., 2006; Sherlock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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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6). 

CO2 지중저장에 있어서 저장량의 평가기법 개발은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일본의 Nagaoka 실증 실험 사이트의 전기

비저항 검층 결과로부터 Archie의 경험식 (Archie, 1942)에 의

해 추정한 CO2 포화도는 약 10%에 지나지 않고, 중성자 검층

에 의해 산출한 CO2 포화도를 크게 밑돌고 있었다(Xue et al.,

2006). 한편, Berea 사암을 이용한 전기비저항 측정 실험에서

Archie의 경험식에 의해 산출한 CO2 포화도가 유입 및 유출

측의 시린지 펌프로부터 CO2 주입량에 근거하는 포화도와 양

호한 일치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는 Berea 사암이

균질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실제 현장 자료의 CO2 포화

도의 추정에는 어려움이 있다(Onishi et al., 2006). 실제 현장

에서는 균질한 저류층이 있는 반면 불균질한 저류층을 가진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성을 고려한 CO2 포화도 추

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에 따른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균질한

시료와 불균질한 시료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모사된 저

류층의 조건 하에서 2 종류의 저류암인 사암 시료 안에 초임

계 CO2를 주입할 때의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측

정된 전기비저항으로부터 지중저장된 CO2 거동 모니터링의

유용성을 검토하고 다공질 사암 시료에 주입한 CO2 포화도를

전기비저항에 의해 예측하고자 한다. 

실내실험을 위한 장치 및 방법

이 실험은 CO2 지중 저장에 있어서 심도 1000 m의 대수층

에 주입된 CO2의 유체거동 모니터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수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하 저류층 환경을 재현하

고 대수층을 형성하는 저류암으로 2 종류의 사암 시료를 이용

해 CO2의 유동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직

경이 5 cm, 길이가 12 cm의 원통형 시료로 Berea 사암과 Tako

사암을 이용하였다(Fig. 1). Berea 사암은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거의 같은

크기의 석영 입자가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a)). Tako 사암은 일반적으로 20%의 점토분이 함유되

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Berea 사암에 비해 불균질한 공극 구

조를 가지고 있으며, 크기가 다른 석영 입자가 불균등하게 분

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Fig. 1(b)).

Fig. 2는 Fig. 1의 SEM 분석으로부터 구한 Berea 사암과

Tako 사암의 공극 크기의 분포를 나타낸다. 이로부터 Berea 사

암은 10 μm크기의 공극이 많이 존재하고, Tako 사암은 0.1

μm에서 1 μm 크기의 공극이 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따라서 공극 구조의 균질 및 불균질성은 공극치수의 분포

로부터 알 수 있다. 따라서 Berea 사암이 Tako 사암보다 비교

적 균질함을 알 수 있다. 일본 지구환경산업연구기관(RITE)에

서 측정한 시료 정보를 이용하여 공극률은 Tako 사암이 약

29%, Berea 사암이 약 20%로 Tako 사암 쪽이 크지만, 투수율

Fig. 1. (a) Berea sandstone and (b) Tako sandstone used in the

experiment.

Fig. 2. Pore size distribution of (a) Berea and (b) Tako san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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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Tako 사암이 7 md인데 비해 Berea 사암은 100 md 정도로

Berea 사암 쪽이 높다. 이 투수율의 차이는 공극의 크기나 함

유물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실험에서는 Fig. 3에 나타낸 것처럼 건조된 시료에 전극, 끝

판(end piece), 나일론 망(nylon mesh)을 설치하였다. 전극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은도금한 구리망을 사용하였다. 시료 단

면의 직경(5 cm)과 같은 그물망 형태의 전류전극 2개와 폭 2.5

mm로 시료 측면을 감싼 고리 형태의 전위전극 5개를 2 cm 간

격으로 부착했다. 각 전위전극에서의 측정된 전위차는 Zone

1 ~ Zone 4부분으로 나누어 나타내었으며, CO2주입 방향은 시

료의 아래(Zone 1) 방향에서 위로 주입하였다. 강철강으로 만

든 끝판은 전도성이 있어 끝판과 전극 사이에 나일론 망을 부

착하여 절연하였다. 시료 양단면에 설치된 끝판은 압력용기 내

의 주입 배관과 연결된 부분이며, 배관을 통해 주입된 CO2는

끝판을 통해 시료 전체에 균일하게 주입된다. 전극과 끝판을

설치한 후, 시료의 표면에 실리콘을 이용한 피복을 실시했다.

이러한 실리콘 피복은 시료에 주입된 CO2의 누출 방지와 함

께 봉압용의 오일이 침투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시료 표

면에 설치한 전극과 압력용기 등의 주변 금속부 사이의 절연

역할도 한다. 

Fig. 4(a)는 실험장치의 모식도를 나타낸다. 실험조건은 깊이

1000 m 부근에 존재하는 대수층 내에 주입된 CO2의 거동을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을 통해 알아보기 위해, 압력용기 내에 온

도 40oC, 압력 10 MPa의 지하 저류층의 환경을 재현하였으며,

이는 노르웨이 Sleipner 저류층이나 일본 Nagaoka 저류층의

환경에 가까운 것이다. 실험장치는 압력용기와 3대의 시린지

펌프로 구성된다. 내압 상한 30 MPa의 압력용기 내부에 봉압

을 위한 오일과 실리콘으로 도포한 암석 시료를 넣었다. 또한

압력용기 측면에는 밴드 히터가 전체를 감싸 실험 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압력 용기 내의 오일을 균등하게 가온하여

실험 중의 온도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오일의 대류를 방지하

고자 하였다. 

시린지 펌프(syringe pump)는 용량이 507 ml, 유량이 0.001

~ 204 ml/min, 압력은 0 ~ 25.86 MPa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

다. 또한, 고압 하에서의 유량 제어가 뛰어나 본 실험에 이용

한 미량의 주입량(0.05 ml/min)에서도 안정된 주입을 계속할

수 있었다. 모든 실험장치는 항온 실내 실험실에 배치했으며

40oC의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온도와 압력

을 모두 일정하게 유지하여 안정된 초임계 상태의 CO2를 압

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암석 시료와 오일을 압력용기

내에 넣은 후, 시료를 인공 지층수(1 ohm-m의 KCl 수용액)에

포화시켰다. 이 인공 지층수의 전기비저항은 일본 Nagaoka 실

증 사이트에 채취된 지층수의 전기비저항에 가깝다(Mito et

al., 2008). 시료가 완전하게 포화된 후 봉압과 간극 수압의 차

이를 유지하면서 압력을 1 MPa씩 최종 압력(10 MPa)까지 상

승시켰다. 실험 압력의 상승과 함께 시린지 펌프에 CO2를 넣

Fig. 3. (a) Configuration of a set of electrodes and end pieces, and (b) samples coated by silicon.

Fig. 4. Schematic diagrams for the experimental apparatus (a) and

the resistivity measurement syste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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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압한다. 가압과 동시에 온수의 순환에 의해 40oC로 가온

되면서 CO2는 초임계 상태가 된다. 실험은 수차례의 CO2 주

입(CO2 injection)과 간극수의 재포화(water injection)를 교대

로 실시했다. CO2의 주입에 따른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에서는,

간극수와 CO2의 치환에 의해 발생하는 전위의 변화를 전위전

극으로 측정한다. 이 전위의 변화를 이용해 전기비저항이나 포

화도를 계산한다. Fig. 4(b)는 실험에 이용한 전기비저항 측정

시스템의 모식도를 나타내며, 3대의 시린지 펌프와 1대의 전

기비저항 측정 장치에 각 1대씩의 PC를 접속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모니터링 하였다. 시린지 펌프에 연결된 PC는 유량,

압력, 유체의 잔량만을 기록하였으며 펌프의 제어는 각각의 펌

프에 부속된 컨트롤러를 이용하고 수동으로 실시하였다. 전류

는 구형파(square wave)를 이용하였으며, 주기, 진폭, 자료의

측정간격 등은 전기비저항 측정 장치에 연결된 PC로 제어하

였다.

전기비저항 측정실험 결과

Berea 사암을 이용하여 모사된 저류층 조건 하에서 시료 안

에 초임계 CO2를 주입 및 간극수 재포화과정 시의 전기비저

항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Fig. 5(a)는 전기비저항 측정 결과

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 Table 1은 이를 수치로 나타내

었다.

실험은 40oC, 10 MPa의 일정한 온도와 압력 조건으로, 주입

유량은 0.05 ml/min로 실시했다. 실험은 3회의 CO2 주입과 3

회의 간극수의 재포화를 교대로 실시했으며, 2차 CO2 주입은

100시간째부터, 3차는 170시간째부터 시작되었다. Berea 사암

시료에 1차, 2차 및 3차 초임계 CO2 주입에 의해 전기비저항

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차, 2차 및 3차 간극수 주입에

의해 전기비저항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CO2 주입 시

작전의 사암시료는 간극수에 의해 완전 포화된 상태이며 시료

에 CO2를 주입하면 간극수와 CO2의 치환이 발생해 전기비저

항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주입 실험을 통한 전기비저항의 변화

는 다공질 구조에 주입된 CO2거동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전기비저항은 CO2지중저장의 거동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기술로서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극수에 의한 재포화의 과정은 CO2 용해수를 이용하여 3

회 실시하였다. CO2 용해수는 인공 지층수와 CO2를 주입한

버퍼(저장 용기)의 접촉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한 상태에서 반

나절정도 방치하여 CO2와 간극수가 최대한 용해되도록 하였

다. 이러한 CO2 용해수를 시료 안에 주입한 결과, 전기비저항

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간극수 주입 후 전기비저

항은 버퍼 내의 CO2 용해수를 거의 다 사용해 CO2와 간극수

가 소량씩 시료 내에 주입되었기 때문에 주입 시작 시점보다

높았으며 60시간 후 전기비저항이 다시 증가하였다.

Fig. 5(b)는 전기비저항 변화를 상세하게 검토하기 위해 1차

CO2 주입 시의 전기비저항 변화와 시린지 펌프의 주입량 및

단위시간 당의 유량을 나타내었다. CO2 주입에 따른 전기비저

항 증가 시점이 Zone 1은 약 5 hr 이후, Zone 2는 약 5.2 hr

이후, Zone 3은 약 6.5 hr 이후, Zone 4는 약 7.5 hr 이후부터

이다. 따라서 실험 전체의 전기비저항 변화를 볼 때 유입 측인

Zone 1부터 Zone 4로 향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Fig. 3에서 보인 바와 같이 CO2 유입 방향을

Fig. 5. (a) Resistivity variation according to repeated CO2 and water

injections and (b) resistivity and flow variation at 1st CO2 injection

stage for Berea sandstone.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of resistivity monitoring for Berea

sandstone.

Experiment stage
Injection 

time (hrs)

Resistivity (ohm-m)

Initial injection 
point

(min ~ max)

Final injection
point

(min ~ max)

1st CO2 injection 0~25 12~14 23~38

1st water injection 25~63 23~38 17~30

2nd CO2 injection 100~110 17~30 28~48

2nd water injection 110~170 28~48 15~25

3rd CO2 injection 170~180 15~25 35~48

3rd water injection 180~245 35~4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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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도 알 수 있다. 각 측정 구간의 전기비저항은 갑작스런

변화 후에도 계속 완만하게 상승한다. 측정 개시부터 20 시간

정도에 최대값이 된 후 전기비저항이 감소하여 평형에 이르렀

다. Zone 4의 중간에 튀는 부분은 배관의 조정 등에 의한 인

적 요인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봉압을 제어하고 있는 시린지

펌프에서는 Zone 1의 전기비저항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5

hr)과 거의 동시에 봉압 오일 등의 유체의 역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시료 내CO2 주입에 의한 암석 시료의 팽창으로

인해 시료를 덮고 있는 실리콘이 팽창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Tako 사암을 이용하여 모사된 저류층 조건 하에

서 시료 안에 초임계 CO2를 주입및 간극수 재포화과정 시의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Fig. 6(a)는 전기비저항 측

정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 Table 2는 이를 수치로 나

타내었다. 

실험은 Berea 사암을 이용한 실험 조건과 같다. 주입 실험은

2회의 CO2 주입과 1회의 간극수의 재포화를 교대로 실시했으

며, 2차 CO2 주입은 170시간째부터 시작되었다. Tako 사암시

료에 1차 및 2차 초임계 CO2 주입에 의해 전기비저항은 전체

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차 간극수 주입에 의해 전기비저항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앞의 Berea 사암의 실험 결과와

같다. 

간극수에 의한 재포화의 과정은 CO2 용해수를 이용하여 1

회 실시하였다. CO2의 용해수를 시료 안에 주입한 결과, 전기

비저항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암시료에 간극수로 포화

된 전기비저항의 초기값(16 ~ 30 ohm-m)과 1차 재포화 시의

전기비저항(19 ~ 35 ohm-m)의 결과로부터 1차 재포화 시의 전

기비저항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앞의 Berea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잔류된 CO2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b)는 전기비저항 변화를 상세하게 검토하기 위해 1차

CO2 주입 시의 전기비저항 변화와 시린지 펌프의 주입량 및

단위시간 당의 유량을 함께 나타낸 그림이다. 유입 측의 CO2

의 유량은 실험 개시 직후 감소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0.05 ml/

min의 일정한 유량으로 유입되었다. CO2 주입에 따른 전기비

저항 증가 시점은 Zone 1은 약 3 hr 이후, Zone 2는 약 10 hr

이후, Zone 3은 약 30 hr 이후, Zone 4는 약 45 hr 이후부터

이다. 이 역시 실험 전체의 전기비저항이 유입 측인 Zone 1부

터 Zone 4로 향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비저항에 의한 CO2 포화도 추정

다공질 사암의 전기비저항은 공극률, 포화도, 공극수의 전기

비저항 등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며, Archie (1942)에 의한 경

험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rchie의 경험식으

로부터 사암 시료의 비저항을 이용하여 CO2의 포화도를 산출

한다. 아래 식 (2)은 Archie의 경험식을 나타낸다. 

  (2)

여기서, R는 암석의 비저항이며, Rw는 지층수의 비저항을 나

타내고 있다. Sw는 암석의 간극수 포화도이며, φ는 암석의 공

극률이다. 또한 a, m, n은 암석의 성질에 의존하는 상수이며,

각각 실험상수, 고결계수(cementation factor), 포화 계수이다.

이러한 상수는, 일반적으로 사암의 경우 a = 0.5 ~ 2.5, m = 1.3

~ 2.5, n = 2로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 중

a, n에 대해서 사암 시료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a = 1, n = 2

를 사용하고 검토를 실시했다. 또한 m에 대해서는 완전 포화

R = aφ
m–

S
w

n–
R

w

Fig. 6. (a) Resistivity variation at CO2 injection and water injection

stages and (b) resistivity and flow variation at 1st CO2 injection

stage for Tako sandstone.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of resistivity monitoring for Tako

sandstone.

Experiment stage 
Injection

time (hrs)

Resistivity (ohm-m)

Initial injection 
point

(min ~ max)

Final injection 
point 

(min ~ max)

1st CO2 injection 0~100 16~30 30~185

1st water injection 100~170 30~185 19~35

2nd CO2 injection 170~480 19~35 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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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의 전기비저항으로부터 식 (3)을 변형한 식 (4)에 의해 산

출한 값을 이용했다. 

 (3)

 

  (4)

식 (4)를 이용해 산출한 시료의 고결계수 m은, Berea 사암

이 m = 1.59이며, Tako 사암이 m = 2.5이다. 암석의 공극에 간

극수 혹은 CO2 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공극 중의 CO2 포화

도는 식 (5)에 의해서 산출한다.

 (5)

식 (2)와 식 (5)를 조합하여 식 (6)과 같이 CO2의 포화도를

전기비저항으로부터 산출할 수 있다.

 (6)

그러나 이 식은 암석의 종류와 성질에 의해 a, m, n이 결정

되고 불균질한 공극 구조나 불순물을 포함한 사암에서는 각

계측 구간의 공극률 등의 기본 물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다. 더욱이 초기의 전기비저항값(R)이 차이가 남으로써 CO2

주입개시전의 포화도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비저항 지수(Resistivity Index; RI )를 도입하였다. 전

기비저항 지수(RI)는 아래 식 (7)로 나타낼 수 있다. 

 (7)

여기서, R은 간극수가 부분적으로 포화된 상태의 전기비저항

으로 CO2 주입시의 전기비저항이 되며, R0는 간극수로 완전히

포화된 상태의 전기비저항으로 Sw = 1이 되며 R는 식 (2)로부

터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식 (2)와 식 (8)을 식 (7)에 대입하면 식 (9)가 된다. 

 (9)

이 식에 의해, 전기비저항 지수(RI)는 포화도 Sw와 포화 계

수 n의 함수가 된다. 따라서 암석 중의 물포화도는 식 (10)으

로 나타내며, 이것을 식 (5)에 대입하면 식 (11)과 같이 CO2

포화도를 구할 수 있다. 

 (10)

 (11)

전기비저항 지수(RI)를 이용한 CO2 포화도 추정 식 (11)은

암석의 성질에 의존하는 변수는 포화계수 n만을 사용하고 있

다. 저류층의 대상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대수층이며, CO2 주

입 시작전의 저류층은 지층수에 의해 완전 포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저류층에 CO2를 주입하면 간극수와 CO2의 치환이

발생해 전기비저항이 변화한다. 이 때 CO2 압입에 의한 구조

적인 변화는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전기비저항의 변

화는 모두 공극을 치환한 CO2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CO2 주입에 의해 변화된 전기비저항과 지층

수에 의해 완전 포화 상태의 전기비저항과의 비를 이용하여

(11)식으로부터 CO2 포화도를 산출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계측

구간의 초기값을 기준으로 산출된 CO2 포화도의 초기값은

0%가 되어, Archie의 경험식인 (6)식에 의한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Archie의 경험식을 이용한 CO2 포화도

추정식 (6)과 전기비저항 지수(RI)를 이용한 CO2 포화도 추정

식 (11)을 이용해 검토함으로써, 식 (11)을 이용한 CO2 포화도

F = 
R

R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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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aturation variation for Berea sandstone based on (a)

Archie's equation and (b) Resistiv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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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정식의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 7은 Berea 사암에 대한 CO2 포화도의 추정 결과를 나

타낸다. CO2 포화도 추정은 (6)식과 (11)식을 이용했다. Berea

사암을 이용한 전기비저항 실험의 결과를 기초로 두 식에서

산출한 CO2 포화도의 변화는 거의 같은 증가 경향을 나타냈

다. (6)식을 이용한 결과에서는 실험개시 시의 CO2 포화도가

최대 3%, 최소 −7%가 되었으며, 이것은 전기비저항의 초기값

이 2 ohm-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 생

각할 수 있다. 또한 (6)식을 이용하는 경우, Berea 사암은 공극

구조가 균질한 사암으로 각 계측 구간의 변수에 의한 영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11)식의 경우, 각 계측 구간

에서는 초기 비저항과의 비에 의해 산출되므로 초기의 CO2 포

화도는 0%로 계산되어 값의 차는 생기지 않는다. CO2 주입

후의 (6)식을 이용한 포화도는 최대 약 40%, 최소 약 21%이

며, (11)식을 이용한 포화도는 최대 약 40%, 최소 약 28%였다.

이것은 각 계측 구간에 있어서의 포화도의 변화율을 비교할

때 거의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균질인

공극 구조를 갖고 불순물이 적은 깨끗한 사암에서는 어느 쪽

의 식을 이용해도 거의 같은 포화도의 증가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Zone 1부터 Zone 4까지를 하나의 구간으로서 검토한 총

(Bulk) 포화도의 변화는 (6)식의 결과값이 (11)식의 결과값보

다 작은 값이 되었으나 초기값으로부터의 변화는 양쪽 모두

약 35% 정도이다. 이것은 총 CO2 포화도의 변화율은 거의 같

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8은 같은 방식으로 Tako 사암에 대한 CO2 포화도의 추

정 결과를 나타낸다. CO2 포화도 추정은 Berea 사암에서와 같

이 (6)과 (11)식을 이용했다. 두 식에 의해 산출한 CO2의 포화

도는 Berea 사암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를 얻었다. (6)식을 이

용한 포화도의 초기값은 최대 약 10%, 최소 약-20%이며 CO2

주입 후의 포화도는 최대 40%, 최소 0%의 값이 되었다(Fig.

8(a)). (6)식을 이용한 포화도는 CO2의 주입 후에도 불구하고

유출 측인 Zone 4의 최종 CO2 포화도는 0%가 되었다. (11)식

에 의해 산출한 포화도의 초기값은 전체적으로 0%로 시작하

며 CO2 주입 후의 포화도는 최대 약 39%, 최소 약 18%로 증

가하였다(Fig. 8(b)). Tako 사암의 포화도는 불균질한 공극 구

조 및 불순물의 함유로 인해 두 식의 포화도의 추정 결과가 달

리 나타났는데, 이것은 초기 비저항 차이나 각 계측 구간의 기

본 물성의 차이가 (6)식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 포화도

Fig. 8. Saturation variation for Tako sandstone based on (a) Archie's

equation and (b) Resistivity Index.

Fig. 9. Resistivity variation against injection volume for (a) Berea

sandstone and (b) Tako san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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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6)식의 결과가 (11)식의 결과보다 약간 작으나 거의

같은 값을 나타냈다.

한편, 종류가 다른 Berea 사암과 Tako 사암 시료 안에 주입

한 CO2 양에 의한 전기비저항의 변화를 비교했다(Fig. 9).

Berea 사암시료의 경우 각 계측 구간을 따라 크게 변화하는데

약 12 ml의 CO2를 주입했으며, 이것은 계측 구간 전체의 간

극량의 약 40%에 해당한다. Tako 사암시료의 경우 25 ml의

CO2를 주입했으며, 이것은 Tako 사암 시료의 전 계측 구간의

간극량의 약 57%가 된다. Berea 사암과 비교해 볼 때, Tako

사암이 약 17% 정도 많이 주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Berea

사암은 균질한 유효공극 구조에 의해 시료 하부로부터 주입한

CO2가 부력에 의해 상부로 침투하기 쉬운 반면, Tako 사암의

경우는 불균질인 유효공극 구조에 의해 CO2 가 상부 쪽으로

침투한다고 해도 보다 복잡한 경로를 통과한다고 말할 수 있

다. 또한 절리 등 이방성의 영향에 의해 CO2가 상부로 침투하

는 것과 동시에 평면 방향으로도 넓게 침투한다고 볼 수 있다.

실험 결과에 있어서의 점토 광물의 영향

암석의 전기비저항은 점토 광물 함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Takakura et al. (2000)은 점토 광물을 포함한 시료의 전기비저

항 측정 실험에 의해 종류가 다른 점토 광물의 영향을 고찰하

였으며, 점토 광물을 포함한 경우의 전기비저항의 이론식도 제

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험에 사용한 사암 시료가 점토 광

물을 포함한 경우, 표면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분극에 의해 전

기비저항이 낮게 산출된다. 이러한 영향은 간극수의 포화도가

높아짐에 따라 CO2의 포화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일으킨다. 

본 연구에서는 균질성의 Berea 사암과 불순물을 포함한 이

방성의 Tako 사암에 대해 암석 내에 함유된 점토 광물의 영향

여부를 검토했다(Fig. 10). 왼쪽의 그래프는 Berea 사암을 이

용한 실험 결과이며, 오른쪽은 Tako 사암을 이용한 실험 결과

이다. 수형축은 유출 측의 시린지 펌프로부터 산출한 CO2의

주입량이다. 또한 수직축은 CO2 포화도를 나타내고 있다. 적

색 선으로 표시된 결과 값은 시료의 공극률로부터 산출한 실

제 CO2 주입량과 포화도의 관계이다. Berea 사암의 결과를 보

면 CO2 주입량과 (11)식에 의해 산출된 CO2 포화도의 관계는

실제 주입량으로부터 산출한 포화도와 매우 잘 일치하고 있다.

(6)식으로부터 산출한 결과는 약간 낮은 값을 나타냈지만 어느

쪽이나 거의 같은 경향이며 실제의 포화도 변화에 가까운 경

향을 나타내고 있다. Tako 사암의 경우에는, 주입량의 증가에

따라 이론식에 의해 산출한 포화도와 실제 포화도 사이의 차

이가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 지구환경산업연구기관(RITE)에서 측정한 시료 정보를

통해 일반적으로 Tako 사암에는 20% 정도의 점토광물이 포함

되어 있으며, Tako 사암의 전기비저항 측정 실험 결과로부터

점토 광물의 영향이 포화도 산출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저류층의

CO2 포화도를 추정함에 있어 점토 광물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실제로 CO2 지중저장에 적용되는 저류층에서는,

Tako 사암과 같이 불순물을 많이 포함한 지층이 많으며, 따라

서 점토 광물의 영향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정량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전기비저항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의 모

니터링 및 포화도 산정에 관한 실험 연구로, 모사된 저류층 조

건 하에서 사암 시료에 초임계 CO2를 주입(CO2 injection) 및

간극수 재포화(water injection)과정 시 전기비저항을 측정하였

으며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였다.

1. 사암 시료에 초임계 CO2 주입 및 간극수 재포화 시 전기

비저항 측정결과, 다공질 구조에 주입된 CO2거동과 관련이 있

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전기비저항은 CO2 지

중저장의 거동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기술로서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다공질 사암 시료에 주입한 CO2 포화도는 전기비저항 변

화에 따른 Archie의 경험식과 전기비저항 지수를 이용하여 예

측하였다. 그 결과 균질한 사암 시료의 경우 전기비저항 지수

를 이용한 CO2 포화도가 유입 및 유출 측의 시린지 펌프로부

터 CO2 주입량에 근거하는 포화도와 양호한 일치를 보였다.

3. 균질성의 Berea 사암과 점토광물을 포함한 이방성의

Tako 사암 시료의 CO2 주입에 따른 전기비저항 측정결과로부

터 산출한 포화도와 실제 주입량으로부터 산출한 포화도를 비

Fig. 10. Comparison of CO2 saturation estimated from resistivity

and from injected CO2 volume for rock samples (a) Berea sandstone

and (b) Tako san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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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한 결과 어느 정도 공극구조에 따른 영향과 점토 분의 영향

이 포화도 산출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차후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CO2 포화도의 영향이 점토광물

의 영향과 입자의 불균질한 구조의 영향인지 구분할 수 있는

정량적인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 Nagaoka 현장의 저류층

에서의 CO2 포화도 추정에 있어 검층 자료(중성자 검층, 감마

검층, 인덕션검층 등)를 통해 CO2 포화도를 추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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