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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stimated geothermal power generation potential in Korea through Enhanced Geothermal System (EGS) tech-

nology following the recently proposed protocol which was endors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put thermal

and physical data for estimation are density, specific heat and thermal conductivity measurements from 1,516 out-

crop samples, 180 heat production, 352 heat flow, and 52 mean surface temperature data. Inland area was digitized

into 34,742 grids of 1'×1' size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available heat were calculated for 1 km depth interval

from 3 km down to 10 km. Thus estimated theoretical potential reached 6,975 GW which is 92 times total generation

capacity of Korea in 2010. Technical potential down to 6.5 km and considering land accessibility, thermal recovery

ratio of 0.14 and temperature drawdown factor of 10oC was 19.6 GW. If we disregard temperature drawdown fac-

tor, which can be considered in estimating economic potential, the technical potential increases up to 56 GW.

Key words : geothermal, EGS power generation, theoretical potential, technical potential, generation capacity.

이 연구에서는 최근에 발표되고 국제기구에 의해 공인된 protocol에 따라 인공 지열 저류층 생성 기술(EGS)을 통

한 우리나라 지열발전의 잠재량을 평가하였다. 잠재량 추정에 필요한 입력 자료인 암석 밀도, 비열 및 열전도도는

1,516개 암반 시료의 측정값을 이용했으며, 열생산율은 180개 자료, 지열류량은 352개 자료, 그리고 지표면 온도는 54

개 자료를 사용하였다. 내륙을 34,742개의 1'×1' 크기 격자로 나누어 3-10 km 깊이 범위에 걸쳐 1 km 깊이 구간별

로 온도 분포를 계산하고 이로부터 열에너지 부존량을 계산하였다. 지하 3-10 km 범위의 이론적 잠재량은 6,975 GW

로 계산되었고 이는 2010년 우리나라 총 발전용량인 76 GW의 약 92배에 달한다. 기술적 잠재량은 3-6.5 km 깊이,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만을 고려하고 또한 암반으로부터의 열 회수율(0.14)과 발전시설의 온도 특성까지 포함해서 산

출되었다. 온도하강요소 10oC를 고려할 때 총 기술적 잠재량은 19.6 GW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온도하강요소를 경

제적 잠재량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외한다면 기술적 잠재량은 56 GW로 늘어난다.

주요어 : 지열, EGS 지열발전, 이론적 잠재량, 기술적 잠재량, 발전용량

1. 서 론

고온 열수 지열발전은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나

지구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180oC 이상의 지열유

체(증기 또는 증기+지열수)를 개발하여 수증기가 터빈

을 돌리는 방식을 통하며 2010년 현재 전세계 지열발

전 용량인 10.7 GW의 89%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Bertani, 2010). 지열수의 온도가 이 보다 낮아 직접

적으로 터빈을 돌리는 압력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로 유기냉매인 2차 작동유체에 열을 전달하여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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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가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binary 발전을 통

하게 된다. Binary 발전은 전세계 지열발전 용량의 약

11%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열역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전가능 온도가 낮아져, 충분한 냉각수가 공급

될 때 74oC의 지열수로 발전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www.chenahotsprings.com/geothermal-power/).

한편, 지하에 충분한 지열수가 부존하지 않을 경우

수압자극(hydraulic stimulation)을 통해 지하 암반의

투수율을 향상시키는 인공 지열 저류층 생성 기술

(Enhanced Geothermal System; EGS)은 열수발전용

지열자원의 부존이 확인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지열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EGS 지열발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기술 도입을 위

한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져왔고 기술적, 경제적 검토

가 수행되었으며(Song, 2008; 2010; Ahn and Song,

2010), 최근에 정부주도로 실증 프로젝트가 착수되기에

이르렀다(www.kegs.kr). 우리나라 EGS 지열발전 상용

화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자료가 발표되

고 있지 않지만 연구계에서는 현재의 실증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2030년까지 200 MW의 용량이 보급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부존하는 EGS 지열발전 자원의 잠재량

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

지 않았다. 최근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내륙 5 km 깊이까지 열에너지 부존량을 추정한 바 있

는데(Lee et al., 2008; Lee et al., 2010), 이것이

우리나라에서의 지열 부존량에 대한 유일한 평가 결과

이다. 한편, 지하에 부존되어 있는 열에너지의 극히 일

부분만이 실제 전기 생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추정하는 정량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국제적으

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에 EGS 지열발전 잠재량 산정에 대한 protocol이 발

표되었고(Beardsmore et al., 2010) 2011년에 지열관

련 국제기구에 의해 공인받기에 이르렀다.

이 연구에서는 Lee et al. (2010)의 열에너지 부존

량 산정에서 출발하여 protocol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우리나라 지열발전의 이론적 및 기술적 잠재량을

추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EGS 지열발전 잠재

량 평가 protocol이 제안된 배경을 살펴보고, protocol

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기

존에 발표된 지열관련 자료를 이용해 심도별 온도분포,

열에너지 부존량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해 이론적 잠재

량과 기술적 잠재량 추정 결과를 서술하였으며, 얻어

진 결과의 의의에 대해 토의한다.

2. EGS 지열발전 잠재량 추정

EGS 기술은 21세기 지열발전의 상업적 보급을 이끌

어갈 확실한 대안이며, MIT 보고서(Tester et al.,

2006)에서 2050년에 미국에서의 지열발전이 100 GW

까지 가능하다고 전망한 이후로, IPCC 보고서

(Fridleifsson et al., 2008), IEA 전망(IEA, 2010) 등

에서 2050년까지 전세계 지열발전 전망을 140 GW까

지 추정하는데 기본 기술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EGS 기술을 통해 발전이 가능한 지열자원의 부존량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연구결과가 없

이, 막연히 무궁무진한 자원이 지하에 부존하고 있다

고 이야기되어왔다. 물론 전세계 지열자원의 부존량

(resources) 또는 매장량(reserves)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추정치가 발표되어 왔고(Bertani, 2003; Stefansson,

2005), 미국에서는 지하 3-10 km 깊이 범위의 열에너

지 부존 추정량이 회수율 2% 만으로도 2005년 미국

1차에너지 소비량의 2,000배에 이른다고 발표된 바 있

다(Tester et al., 2008). 우리나라에서도 5 km 깊이

까지의 지열자원 부존량이 2006년도 우리나라 1차에너

지 사용량의 10,000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으

며(Lee et al., 2008; Lee et al., 2010), Song (2008)

은 여러 부존량 추정 결과들을 비교 분석한 바 있다.

지열을 지하에 부존하는 에너지자원의 하나로 고려

할 때에는 부존량(resources) 또는 매장량(reserves)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으나, 전기를 생산하거나 열에너

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으로 생각할 때에는 종종 잠재

량(potential)이라는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이 두 가지

접근방법은 종종 구별없이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전세계적 규모의 지열에너지 부존 추정량은

대부분 이론적 잠재량(theoretical potential)으로서

현재 또는 어느 특정한 미래에 실현 가능한 기술로 개

발할 수 있는 기술적 잠재량(technical potential), 그리

고 더 나아가 경제성을 고려한 공급가능한 잠재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기준이나 연구결과가 나와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백서2008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2008)에서,

부존 잠재량(이론적 잠재량의 개념), 입지 요건을 고려

한 가용 잠재량, 기술적인 면까지 고려한 기술적 잠재

량, 그리고 경제적인 면 등을 고려한 공급가능 잠재량

으로 구분한 바 있으며 여기서 지열의 공급가능 잠재

량은 27,903,000 toe (Ton of Oil Equivalent)로 나

타나 있다.

지열의 잠재량에 대해서 Rybach (2010)는 좀 더 정



우리나라 EGS 지열발전의 이론적 및 기술적 잠재량 평가 515

리된 개념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론적, 기술적, 경제적, 지속가능한, 그리고 개발

가능(developable) 잠재량으로 구분된다. 현실적으로는

기술적 잠재량이 추정 매장량의 근거가 될 것이며, 여

기에 석유가 등의 외적인 요인과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제도적인 지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경제성을

만족할 경우에는 경제적 잠재량이 된다. 새롭게 도입

된 개념인 지속가능한(sustainable) 잠재량은 50년 정

도 동일한 생산량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히

생산을 조절해야 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개발가능

잠재량은 지정학적 및 사회적인 입지 조건을 고려하고

정책적인 면까지 포함되어 실제 현재 상황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을 말한다.

따라서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성 문제를

제외하고 기술적, 그리고 입지적 요건만을 고려한 기

술적 잠재량이 기술적으로 개발가능한 잠재량이 될 것

인데, 극히 최근까지 이에 대해 공인된 기준이 정립되

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eardsmore et al. (2010)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EGS potential을 평가하고 분포도를 작성할

protocol을 제안하였으며, 2011년에 국제지열협회

(International Geothermal Association; IGA)와 국제

에너지기구(IEA) 산하 지열실행합의(Geothermal

Implementing Agreement; GIA)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3. Protocol for EGS potential

Beardsmore et al. (2010)이 제안한 protocol은 IGA

및 IEA-GIA의 승인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으

며, 앞으로도 새로운 이론 또는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

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기술 항목의 변화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잠재

량의 새로운 평가에 적용할 기준으로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이 protocol은 아래와 같은 5 단계를 따른다.

1)지하 10 km 깊이까지의 온도, 지열류량 및 열 부

존량 계산

2)지하 10 km 깊이까지 EGS 발전의 이론적 잠재

량 평가

3)지리적, 생태적, 법 및 제도적 조건을 고려해 현

재 기술로서 개발 가능한 기술적 잠재량 평가

4)각국의 지열관련 제도에 부합하도록 기술적 잠재

량의 신뢰 수준 정의

5)상용화된 DB나 가시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결

과 발표

위에서 4) 및 5)항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기술적 또는 상업적으로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이 연구에서는 1)-3)항만을 고려한 잠재

량 평가를 시도하였다.

3.1. 이론적 잠재량의 평가

이론적 잠재량의 평가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수행

한 바 있는 지열 부존량 평가(Lee et al., 2008; Lee

et al., 2010)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각 지역을 나누는

격자 크기에 대해 새롭게 결정하고 깊이를 10 km로

증가시킨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론적 잠재량의 평가

를 위해서는 먼저 깊이별 온도 분포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protocol에 나타난 대로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1) Grid geographic region into 5'×5' cells: 광역적

부존량 평가 단위 설정. 우리나라에서는 복잡한 지

질 분포를 감안하여 1'×1' 격자로 설정

2) Create sediment thickness (depth to basement;

S) map: 우리나라 퇴적암의 경우 결정질 암반과

열전도도나 열생산율의 차이가 거의 없어 이를 분

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음

3) Populate sediment thermal properties: 퇴적층

의 열전도도(KS)와 열생산율(AS) 측정 자료. 깊이

별 변화 자료가 있을 경우 포함 필요

4) Populate basement thermal properties: 기반암

의 열전도도(KB)와 열생산율(AB) 측정 자료

5) Create surface temperature map: 연 평균 지표

온도 (T0).

6) Create surface heat flow (Q0) map: 5'×5' 격자

별로 지열류량 분포도 작성. 역시 이 연구에서는

1'×1' 격자에 맞게 작성

7a) Derive temperature (TS) and heat flow (QS)

at sediment-basement interface (S < 4,000 m):

Fig. 1. A definition of geothermal potential (from Ryba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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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암 경계에서의 온도 및 지열류량 산출 (퇴적

암 두께가 4 km 미만일 경우)

TS= T0+ [(Q0× S)/KS] − As × [S2/(2 × KS)] (1)

QS= Q0 − S × AS (2)

7b) Derive temperature and heat flow at sediment-

basement interface (S > 4,000 m): 기반암 경

계에서의 온도 및 지열류량 산출 (퇴적암 두께가

4 km 이상일 경우)

TS = T4 km+ [(Q0 − 4000 × AS) × (S − 4000)/KB]

− As× [(S − 4000)2/(2 × KB)] (3)

QS= Q0− S × AS (4)

8) Derive T at depth X, between 3,000 m and

10,000 m: 깊이 3-10 km 범위의 심도별 온도

계산

TX= TS+ [QS× (X − S)/KB] − AB

× [(X − S)2 / (2 × KB)] (5)

위의 과정은 퇴적층의 두께와 열물성(열전도도와 열

생산율), 그리고 기반암의 열물성으로 부터 지하 심도

별 온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표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EGS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을 이끌

어낸 MIT 보고서(Tester et al., 2006)에서 사용한 방

법에서 출발한 것이다. 다음으로 깊이별 열에너지의 분

포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는 체적법(volume method)

으로 불리는 방법으로 지하 암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에너지를 합산하는 것으로서, 이미 계산된 온도에 열

용량(비열×밀도)을 포함시킴으로써 얻어지며 단계별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따르게 된다.

a) Derive average T for each 1,000 m depth

interval: 3,500 m에서 9,500 m까지 1,000 m 심

도 구간의 평균 온도 계산

b) Assign density, ρ, and specific heat, Cp, of the

interval: 측정값이 없을 경우에 protocol에서는 일

반적인 기반암의 물성값인 ρ = 2,550 kg/m3; Cp

= 1,000 J/kg-K을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측정자료가 있음

c) Derive volume at each 5' × 5' × 1,000 m cell,

VC: 위도별로 부피가 바뀜을 유의

d) Calculate available heat for each depth interval

in each cell, H: Exajoule (EJ) 단위

H = ρ × Cp × VC× (TX − Tr) × 10−18 (6)

Tr= T0+ 80 (0C) (7)

e) Derive Theoretical Potential power: 30년 동안

의 발전을 가정한 EGS의 이론적 잠재량 계산

(MW 단위)

P = H × 1012 × ηth/9.46 × 108 (8)

ηth= 0.00052 × TX+ 0.032 (9)

d)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 온도(base 또는 reference

temperature) Tr이다. 지하에 부존하는 열에너지의 총

량을 계산할 때 통상적으로 연평균 지표온도를 기준으

로 이용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지열자원 부존량 평가(Lee

et al., 2010)에서도 이를 따랐지만, EGS 발전을 생각

할 때에는 binary 발전시스템에서 발전이 가능한 최저

온도를 기준 온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미국

Alaska의 Chena Hot Springs에서는 빙하 녹은 물이

연중 풍부하게 공급되어 지열수 온도 74oC에서도 발전

이 가능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7)식과 같이 연평균 지표온도에 비해 80oC를 더한 것

을 기준 온도로 잡고 있다.

다음으로 e)는 최종적인 이론적 잠재량을 평가하는

과정인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조건으로 현재 실현가능

한 binary 발전의 발전효율을 고려하고, 또한 30년

(9.46×108초) 동안 발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암

반이 가지고 있는 기준온도 이상의 열에너지가 30년

동안 모두 소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기술적인

면에서의 제한은 추후 기술적 잠재량을 산정할 때 도

입된다. 한편, 발전효율은 MIT 보고서(Tester et al.,

2006)에서 현재 가동중인 발전소의 운전 상황을 토대로

유도한 결과를 따른 것으로 예를 들어 생산된 지열수의

온도가 160oC일 때 효율은 0.1152가 된다. 물론 실질

적으로는 암반의 온도에 비해 순환되는 지열수의 온도

가 약간 낮아지지만 이는 유량에도 관계되는 문제이므

로 정량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열수의 온도를 암반의 온도와 동일하게 가정하였다.

 

3.2. 기술적 잠재량의 평가

기술적 잠재량은 이론적 잠재량에서 지형 및 지리적,

인문사회적 입지조건을 고려하고 회수율 등의 기술적

제약을 적용하여 부적합 부분을 제외시키는 과정을 거

쳐서 평가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의 과정을 따른다.

i) Exclude parts of cells for which land access

limits EGS potential: 대도시, 산악 및 수계, 생

태보호지구 등 환경적으로 접근 불가능 지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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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함으로써 각 격자에 가중치 Rav를 부여.

ii) Limit volume to technically accessible depth:

현재 10 km 깊이까지의 시추 및 저류층 생성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6.5 km 깊이

까지를 한계로 설정

iii) Assign recoverability factor, R, according to

rock type: 수압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파쇄대의

특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결정질 암반에서 평

균 R = 0.14 사용

iv) Assume a limit to the allowable temperature

drawdown: 지열수 온도가 10oC 이상 내려갈 경

우 binary 발전의 효과적 작동이 불가능함을 가정

RTD= 10/(TX − Tr) (10)

v) Calculate Technical Potential for each depth

interval in each cell, PT:

PT= P × Rav × R × RTD (11)

vi) Collate total Technical Potential at each location:

지역별, 깊이 구간별로 모든 기술적 잠재량을 합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EGS 지열발전의 기술적 잠

재량을 평가하는 것을 protocol은 제안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지열자원 부존량 평가에서 고려되어 왔던 특

정 깊이까지의 열에너지 부존량의 개념에서 여러모로

진일보한 방법이다. 먼저 이론적 잠재량에서는 binary

발전이 가능한 기준 온도 개념의 도입, 30년간의 발전

기 가동시간과 binary 발전의 발전 열효율 개념을 도

입하여 EGS 발전을 위한 잠재량의 계산이라는 점이

의미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기술적 잠재량에서는 입지

조건에 따른 가중치 할당 개념의 도입, 회수율 범위의

정리, 그리고 온도하강요소의 도입 등이 기술적으로 중

요한 시도이다.

이상과 같은 잠재량 산정 과정은 아직도 완전한 개

념이라 할 수 없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온도하강요소

인 RTD이다. iv)에 따르면 초기 저류층의 온도가 높을

수록 RTD가 낮아지는 즉, 열 추출율이 낮아지는 모순

된 결과를 야기한다. 또한 비록 현재의 binary 발전시

스템에서 당초 지열수 설계온도 보다 10oC 이상 온도

가 저하된다고 해도 이는 발전설비의 일부를 교체하면

해결될 것이므로, 이를 기술적 잠재량에 포함시키는 것

보다는 경제적 잠재량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protocol에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IEA-

GIA의 공인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이 유일한 방법은 아

니라는 조건 문구를 덧붙이고 있다(www.iea-gia.org/

publications.asp).

“This EGS Protocol has been reviewed by

recognized international geothermal experts, including

the IEA-GIA Executive Committee, and is found to

provide a sound foundation for estimating regional

EGS resources. It constitutes an excellent framework

to build on for more detailed, local assessments for

EGS resources, but is not a prescriptive international

Code of Practice.”

그러나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EGS 지열발전의 잠재

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특히 비화산지대에서도 EGS를 통한 지열발전의 시도

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지금까지 통일된

자원 부존량 평가 및 발전 잠재량 산출 방법이 없었다

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를 사용하여 자국

의 EGS 발전 잠재량을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잠재량은 정확도의 문제를 차치하고 정책결정자

나 투자자들에게 좀 더 명확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4. 우리나라의 EGS 지열발전 잠재량 산출

우리나라의 지열자원 부존량 최초 평가는 2008년도

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되어(Lee et al.,

2008), 그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바 있다 (Lee

et al., 2010). Lee et al. (2010)은 지표에서부터 5 km

깊이까지 체적법을 이용해 열에너지 부존량을 산출하

였는데, 깊이별 온도계산은 3장에 서술한 protocol의

방법 대신에 화강암내 온도증가율이 심도에 따라 감소

함을 고려한 수식(Blackwell et al., 2007)을 이용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Lee et al. (2010)이 사용한 동일한

물성 자료 및 지열류량 자료(Kim and Lee, 2007)를

가지고 (5)식에 나타난 protocol의 방법과 Blackwell

et al. (2007)의 방법에 따라 각각 깊이별 온도를 계산하

였는데, 그 결과는 오차범위내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3장의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protocol에서는 대상지

역을 5'×5'의 격자로 나누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좁은 면적에 비해 지질학적인 변화가 다양하므

로 이 연구에서는 전 국토를 1'×1' 크기로 나누었다.

격자의 면적은 남해안 지역에서는 최소 약 2.722 km2

이고 가장 북쪽에서는 최대 약 2.837 km2이며, 도서지

방 및 해안선 일부를 제외한 전체 면적 약 9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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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2에서 총 34,742개 격자로 나뉘어졌다. 제주도 및

울릉도 지역은 지열류량 자료가 없어서 제외하였다.

Fig. 2는 이 연구에서 깊이별 온도계산 및 열에너지

부존량을 산출하는데 사용한 물성값의 분포도를 보여

준다. 밀도(a), 비열(b) 및 열전도도(c) 자료는 전국에

걸쳐 채취한 1,516개의 암반 노두 시료로부터 측정한

값을 가지고 Kriging 방법을 통해 1'×1' 격자에 해당하

는 값을 추출하였다. 암반의 열생산율(d)은 125개 암석

시료의 측정값과 55개 감마검층 자료로부터 얻어진 총

180개의 자료를 사용하여 IDW (Inverse Distance

Weighted) 방법을 통해 각 격자에서의 값을 추출하였

다. Kim and Lee (2007)에 의해 보고된 359개 지열

류량 자료 중 매우 인접한 위치의 자료 등을 제외한

352개의 지열류량 자료를 사용하여 Kriging 방법을 통

해 각 격자에 해당하는 값을 추출하였다 (Fig. 2 (e)).

한편, 연평균 지표면 온도자료는 기상관측 자료를 이

용해 구한 결과(Koo et al., 2006)에서 육지에 해당하

는 54개 자료에 IDW 방법을 적용하였다(f). 각 입력값

들의 분포 범위는 Table 1에 보여진다.

Fig. 3은 앞서 서술한 열물성 자료를 입력자료로 사

용해 Lee et al. (2010)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구한

1 km 깊이 구간별 평균 온도분포이며, Fig. 4는 이

Fig. 2. Distribution of thermal and physical properties used for estimation of temperature and heat contents at depths: (a)

density, (b) specific heat, and (c) thermal conductivity maps of 1,516 outcrop samples, (d) 180 heat production, (e) 352 heat

flow, and (f) 54 mean surface temperature data.

Table 1. Thermal and physical properties used for estimation of temperature and heat contents at depths

Density
Specific 

Heat

Thermal

Conductivity

Heat 

Production

Heat 

Flow

Mean Surface

Temperature

Unit kg/m3 J/kg-K W/m-K µW/m3 mW/m2 oC

No. data 1,516 1,516 1,516 180 352 54

Interpolation Kriging Kriging Kriging IDW Kriging IDW

Average 2,681 859 3.555 2.027 66.37 14.05

Minimum 2,583 747 2.438 0.179 46.18 8.58

Maximum 2,813 1,037 5.662 5.675 90.21 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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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id-depth temperature distribution (oC) in depth range of (a) 3-4 km, (b) 4-5 km, (c) 5-6 km, (d) 6-7 km, (e) 7-8 km,

(f) 8-9 km, and (g) 9-10 km.

Fig. 4. Heat contents (EJ; 1018 Joule) in depth range of (a) 3-4 km, (b) 4-5 km, (c) 5-6 km, (d) 6-7 km, (e) 7-8 km, (f) 8-9 km,

and (g) 9-10 km. Note that grey area corresponds to region of temperature lower than T0+80oC.



520 송윤호·백승균·김형찬·이태종

자료에 (6)식과 (7)식을 적용하여 얻어진 1 km 깊이

구간별 열에너지 부존량 분포도를 보여준다. Fig. 3의

결과는 이미 발표된 심도별 온도분포(Lee et al.,

2010)와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Fig. 4에서 회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 구간 평균온도가 기준온도

(T0+80oC) 보다 낮아 사용가능한 열에너지 부존량 산

출에서 제외된 지역에 해당한다.

한편 Fig. 5는 이러한 열에너지 부존량 분포에 (8)

식을 적용하여 얻어진 1 km 깊이 구간별 이론적 잠재

량 분포를 MW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Figs. 3, 4, 5를

비교해보면 지하 온도가 높은 곳에서 열에너지 부존량

도 높고 또한 이론적 잠재량도 높은 결과를 보임을 확

인할 수 있다. 광역적으로 볼 때에 경상남북도 동부에

서 이론적 잠재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Table 2는 이러한 계산값들의 분포를 함께 정리한

것으로, 9.5 km 깊이에서 경상남북도 동부에서 최대

300oC의 값을 보이고, 4.5 km 깊이에서는 최대값이

156.7oC로 나타나 경제적인 EGS 지열발전 대상으로

고려된 180oC의 암반 온도(Song, 2010)가 가능하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5 km 깊이 이상의 시추가 필요함

Table 2. Temperature, available heat and theoretical potential in depth ranges

Depth 

range

Mid-depth Temperature (°C) Available

Area (%)

Available 

Heat (EJ)

Theoretical

Potential (MW)Min. Max. Ave.

3-4 km 49.28 126.32 77.59 11.30 182.71 16,852

4-5 km 58.53 156.70 94.70 48.88 1,430.98 141,109

5-6 km 67.48 186.57 111.41 79.13 4,092.33 429,368

6-7 km 76.14 215.97 127.75 94.37 7,352.10 827,258

7-8 km 84.55 244.94 143.75 99.06 10,803.21 1,302,640

8-9 km 92.72 273.51 159.44 99.98 14,237.28 1,835,980

9-10 km 100.38 301.72 174.85 100.00 17,617.25 2,421,360

Total 55,715.86 6,974,567

Fig. 5. Theoretical potential (MW) in depth range of (a) 3-4 km, (b) 4-5 km, (c) 5-6 km, (d) 6-7 km, (e) 7-8 km, (f) 8-9 km,

and (g) 9-10 km. Note that grey area corresponds to region of temperature lower than T0+8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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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한편 Table 2에는 기준온도 이상을 갖

는 면적 비율이 함께 보여지는데, 천부인 3-4 km에서

는 가능 면적비율이 11.3%에 불과한 반면, 7 km 깊

이 하부에서는 99% 이상으로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도 EGS 지열발전에 가능한 자원이 부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10 km 깊이 범위의 총 열에너지 부

존량은 55,716 EJ에 이르고 총 이론적 잠재량은

6,975 GW에 달한다. 이 양은 2010년 우리나라 총 발

전용량인 76 GW의 약 92배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

Fig. 6은 이론적 잠재량 분포에 (11)식을 적용하여

얻어진 1 km 깊이 구간별 기술적 잠재량 분포를

MW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기준온도 이하 지역과 접근 불가능 지역을 나

타낸다. 접근 불가능 지역이란 주거지역과 공업, 상업

지역 등의 도시지역, 산악지역과 수계, 그리고 생태 또

는 환경보전 목적으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을 말한다.

접근 불가능 지역의 선정은 매우 세심한 검토를 필

요로 하는데, 먼저 산악의 경우에는 고도 1,000 m 이

상 또는 경사도 15o 이상을 포함시켜 비록 도시 인근

이라도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제외하였다. 인구밀집지

역 및 수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수치토지피

복도(1:25,000)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7개 분류군 중

시가화지역, 습지, 그리고 수역 분류군에 해당하는 지

역은 모두 제외하였고, 초지 분류군에서는 골프장, 그

리고 나지분류군에서는 채광지역의 항목에 해당하는 지

역을 모두 제외하였다. 국립공원(10곳), 도립공원(23곳)

및 시군립공원(33곳)으로 분류되는 모든 공원을 제외

하였고, 16곳의 습지보호지역과 5,048곳의 문화재지정

구역도 모두 접근 불가능 지역으로 간주하여 제외하였

다. 이렇게 제외된 접근 불가능 지역의 면적은 56,868

km2로서 격자화가 이루어진 내륙지역 면적 95,939

km2의 59.3%를 차지하여 결과적으로 EGS 지열발전을

위한 개발이 가능한 곳은 전체 면적의 40.7%로 나타

나고 있다.

한편, Table 3은 기술적 잠재량을 깊이 구간별로 정

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3-6.5 km 깊이 범위의

기술적 잠재량은 총 19.6 GW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3장에서 토의한 바와 같이 최초 저류층 암반 온도로부

터 10oC 하강할 때까지 만으로 제한하는 온도하강요소

(RTD)를 경제적 잠재량 산출시에 포함시키도록 고려해

서 이를 제외하면 총 기술적 잠재량은 약 56 GW로

늘어난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나라 발전량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적 잠재량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토의 및 결론

이론적 잠재량과 기술적 잠재량을 추정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지열류량과 암반의 열전도도 및

열생산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서 전국적으로 암반 시료를 채취한 후, 기본적인 열물

성을 측정하여 database를 구축하고 있어서 지표 자료

Fig. 6. Technical potential (MW) in depth range of (a) 3-4 km, (b) 4-5 km, (c) 5-6 km, (d) 6-6.5 km. Note that grey area

corresponds to region of temperature lower than T0+80oC and inaccessible land (40.7% of whole inland area).

Table 3. Technical potential with/without temperature

drawdown factor of 10oC in depth ranges

Depth 

range

Available

Area (%)

Technical

Potential (MW)

with RTD

Technical

Potential (MW)

without RTD

3-4 km 4.15 707 823

4-5 km 19.75 4,181 7,738

5-6 km 31.94 8,838 24,102

6-6.5 km 37.95 5,841 23,276

Total 19,567 5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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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는 외국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지열류

량 자료도 352개의 의미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서

자료의 개수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러

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복잡한 지질 분포를 감안하여

protocol에서 제시한 격자크기의 1/25인 1'×1'크기의 격

자를 이용해 모든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복잡한 지질 분포에 비해 지열류량 측정 위

치가 고루 분포하고 있지 않고 또한 지열류량 산출에

필요한 열전도도 값은 대부분 시추 코어가 아닌 지표

의 노두 시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깊이별 온도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깊이의 암반 시료를 채취하여

열생산율 및 열전도도 값이 측정되어야 하나 이는 현

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깊이별 온도 추정

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어

떠한 경우에도 막대한 양의 열에너지가 부존하고 있음

은 확실하기 때문에 EGS 지열발전의 잠재량이 국가

에너지위기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공인된

방법에 따라 EGS 지열발전의 잠재량 추정치를 내었다

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는 단순히

대상 지하 전체의 열에너지 부존량 산출에서 더 나아

가 실제 발전이 가능한 최저 기준온도의 설정 및 발전

효율, 그리고 30년간의 발전소 가동 기간까지 고려한

것으로서 보다 실질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지하 3-10 km 범위의 이론적 잠재량은 6,975 GW로

계산되었고 이는 2010년 우리나라 총 발전용량인 76

GW의 약 92배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 기술적 잠재

량은 현재 시추 기술 및 저류층 생성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깊이인 6.5 km와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만

을 고려하고 또한 암반으로부터의 열 회수율과 발전시

설의 온도 특성까지 포함해서 산출되었다. 우리나라 지

표 면적 중 도시, 산악, 수계 및 보전지역을 제외한

접근가능 면적은 총 면적의 40.7%로 산출되었으며 온

도하강요소 10oC를 고려할 때 총 기술적 잠재량은

19.6 GW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온도하강요소를 경제

적 잠재량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외한다면 기술적

잠재량은 56 GW로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시도한 우

리나라 EGS 지열발전 잠재량 추정 결과, 국가 전력공

급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량을 확보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기술적 잠재량이 그대로

경제적 잠재량 또는 공급가능 잠재량이 될 수는 없는

데, 이는 EGS 지열발전의 경우 5 km 이상 깊이까지

의 시추공 굴착 및 완성, 그리고 인공 지열 저류층 생

성을 위한 수압자극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발전차

액보조(feed-in tariff)제도나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등의 정책적 지원제도가 없으면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독일이나 프

랑스에서 강력한 발전차액보조제도를 시행하여 지원을

하고, 미국에서는 막대한 연구개발/시범보급 비용을 투

자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2030년까지 경제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IEA, 2010).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연구의 결과가 널리 보급되어 좀

더 진일보한 장기 국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

지원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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