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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experiments for the reaction with supercritical CO2 under the CO2 sequestration condition were per-

formed to investigate the mineralogical and geochemical weathering process of the sandstones and mudstones in the

Pohang basin. To simulate the supercritical CO2-rock-groundwater reaction, rock samples used in the experiment

were pulverized and the high pressurized cell (200 ml of capacity) was filled with 100 ml of groundwater and 30 g

of powdered rock samples. The void space of the high pressurized cell was saturated with the supercritical CO2 and

maintained at 100 bar and 50 oC for 60 days. The changes of mineralogical and geochemical properties of rocks

were measured by using XRD (X-Ray Diffractometer) and BET (Brunauer-Emmett-Teller). Concentrations of dis-

solved cations in groundwater were also measured for 60 days of the supercritical CO2-rock-groundwater reaction.

Results of XRD analyses indicated that the proportion of plagioclase and K-feldspar in the sandstone decreased and

the proportion of illite, pyrite and smectite increased during the reaction. In the case of mudstone, the proportion of

illite and kaolinite and cabonate-fluorapatite increased during the reaction. Concentration of Ca2+ and Na+ dissolved

in groundwater increased during the reaction, suggesting that calcite and feldspars of the sandstone and mudstone

would be significantly dissolved when it contacts with supercritical CO2 and groundwater at CO2 sequestration sites

in Pohang basin. The average specific surface area of sandstone and mudstone using BET analysis increased from

27.3 m2/g and 19.6 m2/g to 28.6 m2/g and 26.6 m2/g, respectively, and the average size of micro scale void spaces

for the sandstone and mudstone decreased over 60 days reaction, resulting in the increase of micro pore spaces of

rocks by the dissolution. Results suggested that the injection of supercritical CO2 in Pohang basin would affect the

physical property change of rocks and also CO2 storage capacity in Pohang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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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후보지인 포항분지의 심부 대수층 구성하고 있는 사암과 이암을 대상으로 초임계CO2 반
응에 의한 암석의 지화학적/광물학적 풍화를 규명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고압셀 장치를 사용하여 실험실 규모의 CO2

지중저장 조건을 모사하였으며, 시추한 포항분지 암석이 미고결 상태임을 감안하여 암석시료는 입자상으로 분쇄하여
시료 30 g과 지하수 100 ml를 고압셀(200 ml 용량)에 넣고 100 bar, 50 oC 조건에서 총 60일 동안 반응시켜, 초임
계CO2 주입 시 포항분지 심부 사암층과 이암층 내에서 발생하는 초임계CO2-암석-지하수반응을 재현하였다. 반응 후
10일, 30일, 60일 간격으로 시료를 회수하여 암석의 지화학적 풍화 정도를 정량화하기 위한 XRD(X-Ray
Diffractometer), BET(Brunauer-Emmett-Teller) 분석을 실시하였고, 암석 슬랩(15 mm × 40 mm × 5 mm)을 같
은 지중 조건에서 반응시켜 반응시간에 따른 지하수시료의 용존 이온 농도 변화를 ICP/OES로 분석하였다. XRD 분
석결과, 초임계CO2-암석-지하수반응에 의해 사암과 이암을 구성하는 광물 중 사장석과 정장석(기질의 장석류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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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암의 경우 점토광물인 일라이트, 스멕타이트, 황철석 비율이 증가하였으
며, 이암의 경우 일라이트, 카오리나이트, 칼슘을 함유한 불소인회석 비율이 증가하였다. 반응시간에 따른 지하수 이
온 농도 분석결과, 사암과 이암에서 방해석과 장석류의 용해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 지하수 내 Ca2+, Na+농도가 증가
하였다. K+, Si4+, Mg2+ 같은 이온들의 농도는 반응시간 동안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는데, 이는 암석의 용해와 2차
광물의 침전이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암과 이암 입자의 비표면적은 반응 60일 후까지 각각 27.3 m2/g과
19.6 m2/g에서 28.6 m2/g과 26.6 m2/g으로 증가하였으며, 미세공극의 평균 크기는 각각 72.6 Å, 96.7 Å에서 68.4 Å과
75.8 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초임계CO2-암석-지하수반응에 의해 입자 표면이 용해되면서 미세 공극들이 추가로
형성되어 비표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포항분지 사암에 CO2를 지중 주입하는 경우, 암
석의 용해 및 침전반응에 의한 대상암석의 물성변화가 지중저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을 입증하였다. 

주요어 : CO2 지중저장, CO2 주입, 초임계이산화탄소, 포항분지, 지화학적 풍화

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는 지구 평균기온과 해수면 상승 등

의 관측 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CO2로 밝혀

지고 있다(IPCC, 2005; Chae et al., 2010). 우리나라

는 2011년 CO2 배출순위 세계 7위를 기록하였고,

1990년 배출량이 2.6억 톤에서 2011년에는 7.4억 톤으

로 OECD국가 중에서 CO2 배출량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나라이다(IWR, 2012). 아직까지 교토의정서상에

비의무 감축국이지만 국제적인 CO2 배출 가스 감축압

력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만약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1995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동결

해야 할 경우, 우리나라 GDP의 0.11 %(0.7조 원)에서

2.2 %(15.2조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Chae et al., 2005).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

려할 때, 대기 중 CO2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대규

모 배출원으로부터 CO2를 회수하는 공정 기술과 대량

으로 회수된 CO2를 장기간 안전하게 격리(저장)시킬

수 있는 저장 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국제에너지기

구(IEA)는 2050년까지 CO2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기술에 의한 CO2

감축이 전체 CO2 감축량 중 19 % 정도를 차지할 것

으로 예측하여, 향 후 CCS 기술이 세계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IEA, 2010; Noh et al., 2012). 우리나라

는 지난 2009년 ‘녹색 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온실가

스 중기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통하여 배출전망치

(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 감축을 선언

하였으며, 이를 위해 CCS 관련 기술 개발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

행하고 있다(Huh et al., 2011). 

CCS 기술은 발전소, 제철소 등과 같은 대규모 발생

원에서 CO2를 회수하는 포집단계, 포집된 대량의 CO2

를 액체나 초임계상태와 같은 고밀도로 가압 및 냉각

하여 저장소까지 파이프라인이나 선박 등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수송단계, 그리고 수송된 CO2를 지하 저장소

에 주입하는 저장단계 기술로 나눌 수 있다(Bachu et

al., 1995). 이 중 육상과 해상의 대수층에 CO2를 저

장하는 기술은 지하 800 m 이상의 심도에 CO2를 주

입하여 초임계유체 상태로 지층 내 공극이나 구조적

트랩에 1차 저장시킨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서 주

변 암석이나 지중 유체와 반응하여 용해되거나 2차광

물로 침전되어 장기간 저장(격리)키는 과정을 포함한다

(Ortoleva et al., 1998). 아쉽게도 최근 지중저장과 관

련된 국내외 연구는 주로 대염수층의 공극을 이용하는

공간적트랩핑(spacial trapping)에 집중되어, 유·가스

전 공동에 CO2를 저장하는 경우 지구물리 탐사방법에

의한 초임계 유체상태의 CO2 거동 특성을 규명하는

거시적인 탐사 연구가 대부분이었다(Preston et al.,

2005; Zhang et al., 2009; Chiaramonte et al., 2011).

따라서 공간적트랩핑보다 더 안전하다고 보고된 심부

대수층 내에서 용존상(dissolution phase)이나 광물상

(mineral phase)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지화학적

연구나, CO2 주입 시 초임계CO2-암석-지하수 사이에

발생하는 지화학 반응에 의한 암석의 물성변화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Gaus,

2010; Liu et al., 2012; Kang et al., 2012). 우리나

라의 경우 2020년까지 100 만톤급 CO2 지중저장소를

확보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1만 톤급 육상 지중 저

장소 확보를 목표로 CO2 지중 주입 및 저장관련 연구

들을 진행 중이다. 한반도의 경우 동해안에 인접한 신

생대 퇴적분지와 경상도 일대에 분포하는 중생대 경상

분지에 상대적으로 깊은 심도와 연장성이 비교적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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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사암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Egawa

et al., 2009; Park et al., 2009). 그 외에도 고생대

탄산염암층 및 석탄층, 제주도 화산암층 및 신생대 퇴

적층과 호층을 이루는 사질퇴적층도 잠재적인 CO2 지

중저장 후보지층으로 간주되고 있다(Kwon, 2011). 그

중 포항분지는 천북역암층을 기저로 하는 신생대 3기

퇴적분지로서, 공극률이 높고 이암층과 사암층이 협재

하는 형태의 트랩구조를 나타내어 CO2 저장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Park et

al., 2011).

CO2 주입 시 지중 저장암 및 덮개암의 지화학반응

특성을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CO2 지중 저장량과

안전성에 근거한 지중 저장소 선정을 위해 매우 중요

한 과정이며,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CO2 지중저장

후보지 중 하나로 알려진 포항분지 사암과 이암을 대

상으로 초임계CO2-암석-지하수반응에 의한 광물의 지

화학적/광물학적 풍화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포항분지

에서 CO2 지중저장이 이루어질 경우 대상 지층 선정

시 고려해야할 지화학적 인자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및 내용

2.1. 실험에 사용한 암석 및 지하수 시료 채취

국내 CO2 육상 지중저장 후보지의 하나로 알려진

포항 주변지역은 백악기 퇴적암류, 제 3기의 화산암류

를 기반으로 주향이동단층과 정단층들에 의해 구분되

는 포항분지, 장기분지, 울산분지 등 주로 제 3기에 형

성된 크고 작은 퇴적분지로 구성되어 있다(Lee and

Song, 1995). 이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포항분지는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퇴적암을 기반으로 하며 에오세

전기 - 중기의 화산암류와 마이오세 전기 말 - 중기의

두꺼운 해성층으로 구성되어 있다(Yoon, 2010). 특히

포항지역은 천북역암층을 기저로 하는 신생대 3기 퇴

적분지로서 이암층과 사암층이 협재하는 형태로 트랩

구조로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공극률이 높

아 수리지질학적으로 양호한 저장 요건을 갖추고 있으

나, 육상에서는 3기 퇴적층의 심도가 비교적 낮고, 파

Fig. 1. The geological map of the drilling area and the rock and groundwater sampling locations for the

experiment(modified from Son, 1998). 



224 박진영·이민희·왕수균

쇄대가 잘 발달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질조사나 탐

사를 통하여 CO2 주입이 가능한 트랩구조와 두께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Wang et al.,

2008; Park et al., 2011). 본 실험에서는 2012년 한

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CO2 지중 저장소 선정을 위해

포항시 북구 여남동 해안가에서 시추한 암석 코아 중

에서 시추 심도 약 390 - 400 m에 해당하는 연일층

군 내 사암과 이암 시료를 사용하였다. 포항분지에

CO2를 지중 저장하는 경우 저장암과 덮개암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 사암 코아 3종과 이암 코아 3종을 시추

코아로부터 분리한 후 실험을 위해 입자상으로 분쇄하

거나 슬랩(1.5 cm × 4 cm × 0.5 cm)으로 제작하였

다. 실험에 사용한 암석 코아 시추 지점, 지하수 채수

지점을 주변 지질도와 함께 Fig. 1에 나타내었다. 실험

에 사용된 지하수는 암석 코아 시추지점에서 가까운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위치한 지하 450 m 깊

이의 지하수 채수정에서 채수하였으며, ICP/OES

(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

trometry: Perkin elmer, Optima 7000DV) and IC(Ion

chromatography: Dionex, ICS-1000)를 이용하여 지하

수 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지하

수 내 Fe2+와 Al3+ 이온은 거의 없었고, Ca2+와 Mg2+

농도도 2 mg/L 이하로 매우 낮았으며, 대신 Na+, Cl-,

HCO3
- 농도가 높았다. 

2.2.실험에 사용된 사암과 이암의 광물학적 특성

및 물성 규명

지중 주입된 초임계CO2에 의한 암석의 지화학적 풍

화반응 실험 전 암석의 광물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

해 채취한 사암과 이암시료에 대하여 편광현미경을 이

용한 모달분석(modal analysis)을 실시하였고, XRD(X-

Ray Diffractometer; Ultima VI, Rigaku) 분석을 통

하여 암석 내 분포하는 주요 광물들의 분포비율을 측

정하였다. 3종류의 사암과 이암 시료에 대하여 각각 2

개의 박편을 만들어 편광현미경을 이용하여 주 구성

광물을 규명하였으며, 사암과 이암 시료 각각에 대하

여 3개 씩 선택하여 XRD 분석을 실시하였다. CO2

지중 주입 및 저장 능력을 평가하는데 암석의 공극률

은 중요한 변수로 성공적인 CO2 지중저장을 위해서

주입 전 측정되어야 할 필수 물성이다. 본 실험에서는

수은 공극률 측정법을 사용하여 반응실험 전 사암시료

에 대하여 각각 3개의 공극률을 분석하였다.

2.3.초임계CO2-암석-지하수 반응에 의한 지화학적/

광물학적 풍화 규명 실험

본 연구에서는 실제 포항분지 심부 대수층을 구성하

고 있는 포항분지 사암과 이암을 대상으로 고압셀을

사용하여 초임계CO2-암석-지하수 반응을 유도하여 반

응시간 별로 대상 암석의 지화학적/광물학적 풍화 정

도를 측정하였다. 포항분지에 CO2를 주입하는 경우 저

장암과 덮개암으로 작용할 사암과 이암에 대하여 초임

계CO2-암석-지하수 반응을 정량적으로 모사하기위하여

CO2 지중 저장 조건(50 oC; 100 bar)을 스테인레스강철

재질의 고압셀(재빈공업사 제작; 내부 용량: 200 ml)

내부에 재현하였다. 유압펌프(P-50 pump; Thar 회사

제품)와 배출압력조절장치(Automated BPR; Thar 회사

제품)를 각각 셀에 연결한 후 자동압력제어 프로그램

(Thar 회사 제품)을 이용하여 셀 내부 압력을 100 bar

로 고정하였으며, 열선재킷(heating jacket; TC200P,

Misung Scientific)으로 셀 외부를 피복시켜 셀 온도를

50 oC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순도 99.99 % 이산화

탄소 가스가 저장된 가스통을 유압펌프와 스테인레스

강철관으로 연결하고, 주입관이 Heating mantle(JM,

Misung Scientific)을 통과하면서 셀 내부에 초임계

CO2가 주입되게 하였다. 시추한 포항분지 사암시료(이

후로는 ‘S’로 표기)와 이암시료(이후로는 ‘C’로 표기)

가 미고결 상태임을 감안하여 암석시료는 상온에서 건

조시킨 후 고무망치를 사용하여 입자상으로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입자상의 암석시료 30 g과 지하수 100 ml

를 고압셀에 넣어 암석시료들이 지하수에 잠기게 하였

으며, 유압펌프와 배출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고압셀

내부로 100 bar를 유지시킨 후 가스상의 CO2(순도

99.9 %)를 주입하여 고압셀의 빈 공간을 초임계CO2로

채움으로써, 지하수에 용해된 초임계CO2에 의한 암석

풍화반응을 총 60일 동안 유지시켰다. 고압셀 내부는

teflon으로 코팅하여 반응 시 고압셀 성분에 의한 영향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groundwater used in the experiment

Temp. 
(oC)

pH
Concentration (mg/L)

Fe2+ Si4+ Al3+ Mg2+ K+ Ca2+ Na+ HCO3

- SO4

2- Cl-

42.0 8.7 n.d. 9.6 n.d. 2.0 17.8 1.8 137.7 821.5 12.6 138.2

* n.d. : < detection limit (0.1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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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제하였다. 실험 과정을 Fig. 2에 흐름도와 사진으

로 나타내었다. 반응 전, 반응 후 10일, 30일, 60일

간격으로 암석 시료에 대하여 XRD, BET(Brunauer-

Emmett-Teller) 분석을 실시하여 반응시간에 따른 암

석의 지화학적 풍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XRD(X-ray

Diffractometer; Ultima Ⅵ, Rigaku)는 결정성 시료에

입사되는 X-선이 Bragg 법칙을 만족할 때 얻어지는

X-선 회절패턴으로부터 광물의 결정구조 분석을 통한

광물 규명 및 분포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반응 후 암

석의 광물학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BET 분석은 일정한 온도에서 고체표면에 물리적으로

흡착한 기체분자의 양이 기체의 부분압력의 함수로 표

현되고, 흡착된 기체는 단일 흡착층을 이룬다고 가정

한 랑뮤어 이론을 보안한 BET 이론식을 바탕으로 표

면적분석기(Specific Surface Area Analyzer: ASAP-

2010, Micromeritics)를 이용하여 입자 표면적을 측정

하고 입경분포를 계산하는 방법이다(Bae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BET 분석법을 사용하여 반응 전과 후

암석 입자 표면의 비표면적과 미세기공의 변화를 확인

함으로써 초임계CO2에 의해 암석 표면에서 나타나는

지화학적 풍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4.초임계CO2-암석-지하수 반응시간에 따른 지하수

내 용존 양이온 변화 규명 실험

본 연구에서는 지중저장 조건에서 초임계CO2-암석-

지하수 반응시간에 따른 지하수 내 용존 양이온의 농

도 변화를 측정하여 지하수 100 ml에 용존하는 양이

온의 질량(g)을 계산함으로써, 용해반응을 일으키는 암

석 내 주요 성분들과 용해정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직

사각형 형태의 사암과 이암 슬랩(1.5 cm × 4 cm ×

0.5 cm 크기)을 각각 3개 씩 가공하여 100 ml 지하

수가 채워진 고압셀(200 ml 용량)에 각각 고정시켜 슬

랩이 지하수에 잠기게 하였다. 고압셀 외부는 열선재

킷으로 피복하여 50 oC를 유지시켰고, CO2 기체(순도

99.99 %)를 유압펌프를 이용하여 100 bar로 유지하고

있는 고압셀 내부에 주입하여 셀 내부 빈 공간을 채움

으로써 초임계상태의 CO2가 지하수에 용해되어 암석

슬랩과 총 60일 동안 반응하게 하였다. Fig. 3에 실험

에 사용된 암석 슬랩 및 실험 과정을 나타내었다. 반

응 후 10일 간격으로 고압셀 내부의 지하수 2 ml 씩

채수하여 ICP/OES로 지하수 내 용존 이온들의 농도를

분석하여 반응 시간에 따라 셀 내부 지하수 100 ml

내 용존하는 양이온 질량을 계산하였다(채수한 양만큼

셀에 지하수를 다시 보충함).

Fig. 2. Photographs of (a) experimental devices and (b) high pressurized cell for the experiment to simulate the supercritical

CO2-rock-groundwater reaction.

Fig. 3. Photographs of (a) experimental devices and (b)

high pressurized cell for the experiment to measure the

concentration change of dissolved cations in groundwater

during the supercritical CO2-rock-groundwater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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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icrographs of sandstones by the polarizing microscope((a) close mode of S-1, (b) open mode of S-1, (c) close mode

of S-2, and (d) open mode of S-2). 

Fig. 5. Micrographs of mudstones by the polarizing microscope((a) close mode of C-1, (b) open mode of C-1, (c) close mode

of C-2, and (d) open mode of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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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의

3.1.실험에 사용된 사암과 이암의 광물학적 특성

및 물성 규명 결과

대표적 사암(S-1과 S-2)과 이암(C-1과 C-2) 박편의

반응 전 편광현미경 사진은 Fig. 4와 Fig. 5에 나타내

었다. 편광현미경 분석결과 미 고결 상태인 포항분지

사암은 결정질이 아닌 주로 비결정질 형태였으며, 결

정의 크기는 0.02 - 0.15 mm 범위를 나타내었다. 입

자들은 모양이 각상을 띠며, 대체로 중립에서 세립의

입자 크기를 나타내는데 분급의 정도는 불량하거나 중

간정도였다. 전반적인 조직의 특성은 모래퇴적물의 조

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모래 입자들은 점접촉

을 하고 있었다(Kim et al., 1998). 전체적으로 석영과

장석이 가장 많이 함유 되어있었으나 기질이 암석전체

의 30 % 이상을 차지하는 이질사암으로 나타났다. 이

암 역시 주로 비결정질로 이루어져 있었고 사암보다

기질이 많아 50 %를 초과하였으며, 결정의 크기는

0.01 - 0.0.5 mm 범위를 보였다(Fig. 5). 

편광현미경 분석에서 기질로 분류했었던 물질들이

XRD 분석에서는 구체적인 광물형태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질의 비율이 높은 본 암석 시료의 경우

XRD 분석 결과로부터 보다 자세한 광물 분포를 파악

할 수 있다. XRD 분석에 의한 반응 전 사암과 이암의

광물 조성 비율은 Table 2와 Table 3(Reaction time

‘0’ day 자료 참조)에, 사암(S-1)과 이암(C-1)의 대표

광물들의 XRD 피크 사진은 Fig. 6에 나타내었다. 사

암의 경우 사장석, 알칼리 장석, 석영, 카올리나이트가

주 구성 광물로 나타났으며, 방해석, 녹니석, 운모류가

약 5 % 내외를 차지하였고, Ca를 포함하는 불소인회

석(carbonate-fluorapatite)과 황철석이 일부 포함된 다

수의 점토광물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암의 경우 석영,

사장석, 알칼리 장석, 운모류와 녹니석, 황철석이 주 구

성 광물로 나타났다. 사암에 비해 장석류보다 석영이

Table 2. Results of XRD analysis for the mineralogical composition changes of the sandstone during the supercritical CO2-

sandstone-groundwater reaction

Rock 

type(1)

Reaction 

time
(day)

Mineral (%)

Quartz Plagioclase K-feldspar Mica Calcite Chlorite Illite Kaolinite Smectite Pyrite
Carbonate-

fluorapatite

S-1

0 10.1 42.7 13.0 5.8 4.9 5.1 2.0 6.8 4.0 1.9 3.7 

10 12.5 35.2 12.3 4.0 6.7 5.9 2.9 7.9 6.6 2.9 3.1 

30 10.6 32.7 15.2 5.6 6.1 6.0 2.0 8.9 7.7 1.8 3.4 

60 10.2 31.8 11.5 5.2 5.1 6.3 2.4 10.1 8.5 4.0 5.4 

Composition 
change 

rate (%) for 
60 days(2)

1.0 25.5 11.5 10.3 4.1 23.5 20.0 47.1 112.5 110.5 45.9

S-2

0 12.0 33.3 13.5 3.9 5.9 6.9 2.4 9.7 3.3 2.6 6.5 

10 11.2 33.7 11.2 7.0 5.0 5.4 1.0 13.1 2.9 2.9 6.6 

30 11.6 29.1 13.6 4.4 6.5 6.6 1.0 9.8 9.6 2.3 5.5 

60 13.6 28.7 13.2 7.0 6.4 6.4 2.9 8.2 6.5 2.7 4.4 

Composition 

change 
rate (%) for 

60 days(2)

13.3 13.8 2.2 79.5 8.5 7.2 20.8 15.5 97.0 3.8 32.3

S-3

0 8.8 41.4 16.8 5.1 4.6 4.7 2.0 12.2 5.3 1.0 2.1 

10 10.0 36.9 12.4 5.6 5.6 6.4 3.6 8.3 6.8 2.1 2.3 

30 7.8 40.7 13.4 3.2 6.8 5.8 1.0 8.3 9.3 1.8 1.9 

60 11.3 34.7 13.5 5.1 5.4 6.6 2.2 9.6 6.7 2.9 2.0 

Composition 

change 
rate (%) for 

60 days(2)

28.4 16.2 19.6 0.0 17.4 40.4 10.0 21.3 26.4 190.0 4.8

* (1): 'S' represents the sandstone.

* (2): = value of 60 day value of 0 day–

value of 0 day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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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으며(30 % 내외), 운모, 일라이트, 황철석의 비율

이 높은 대신 방해석, 카올리나이트, 불소인회석의 비

율이 낮았고, 사암과 같이 다수의 점토광물을 포함하

고 있었다. 편광현미경을 사용한 모달분석과 XRD 분

Table 3. Results of XRD analysis for the mineralogical composition changes of the mudstone during the supercritical CO2-

mudstone-groundwater reaction

Rock 

sample
type(1)

Reaction time

(day)

Mineral (%)

Quartz Plagioclase K-feldspar Mica Calcite Chlorite Illite Kaolinite Smectite Pyrite
Carbonate-

fluorapatite

C-1

0 31.4 19.7 7.2 15.4 0.7 5.4 6.4 2.2 5.4 6.0 0.2 

10 28.8 20.4 7.1 16.4 0.4 4.7 7.4 2.4 7.8 4.2 0.4 

30 29.4 15.0 6.5 16.0 0.7 6.0 9.0 3.1 6.0 5.6 2.7 

60 30.3 13.4 6.8 17.2 0.8 4.9 9.5 4.5 5.3 5.0 2.3

Composition 
change 

rate (%) for 
60 days(2)

3.5 32.0 5.6 24.7 14.3 9.3 48.4 104.5 1.9 16.7 1050.0

C-2

0 27.5 23.7 10.0 16.3 0.8 3.4 6.4 2.4 3.4 6.0 0.1 

10 30.9 18.4 8.5 16.1 0.6 5.5 6.3 2.6 5.0 6.1 0.0 

30 30.8 20.0 8.0 13.5 0.4 6.0 6.7 2.2 6.7 5.6 0.1 

60 31.3 18.8 7.3 15.2 0.6 4.3 8.8 3.7 3.2 5.4 1.4 

Composition 
change 

rate (%) for 
60 days(2)

13.8 20.7 27.0 6.7 25.0 26.5 37.5 54.2 5.9 10.0 1300.0

C-3

0 32.7 18.6 7.0 17.0 1.4 4.9 6.6 2.9 3.3 5.5 0.1 

10 30.8 21.1 10.9 14.2 0.6 4.6 7.3 2.6 3.1 4.8 0.0 

30 32.0 19.7 8.9 12.7 0.9 4.9 7.8 2.5 5.7 4.9 0.0 

60 33.5 17.1 6.1 13.4 1.1 4.2 9.3 3.6 3.9 5.4 2.4 

Composition 

change 
rate (%) for 

60 days(2)

2.4 8.1 12.9 64.1 21.4 14.3 40.9 24.1 18.2 1.8 2300.0

* (1): 'C' represents the mudstone.

* (2): = value of 60 day value of 0 day–

value of 0 day
---------------------------------------------------------------------------- 100×

Fig. 6. XRD peaks representing typical minerals of sandstone(S-1)(a) and mudstone(C-1)(b) before the reaction(C: chlorite,

Cal: calcite, F: feldspar, Fa: fluorapatite, K: kaolinite, M: mica, Py: pyrite and Q: qu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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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를 통하여 암석(사암과 이암)의 광물 조성 중

비율이 높은 장석류, 방해석과 점토입자의 기질들이 초

임계CO2와 반응 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은 공극률 측정법을 사용하여 반응실험 전 포항분지

사암 시료 3개의 공극률을 분석한 결과, 포항분지 사

암(S1-S3)의 공극률은 각각 27.97 %, 25.56 %, 27.95 %

로 나타나(평균 27.16 %), 기존 연구에서 지중저장 대

상 사암의 일반적인 공극률과 비교하였을 때(Forster

et al., 2010; Medina et al., 2011; Lu et al., 2012),

CO2 지중저장에 필요한 공극률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2.초임계CO2-암석-지하수 반응에 의한 지화학적/

광물학적 풍화 규명 실험 결과

물의 pH 변화에 의한 광물의 용해도 변화는 암석의

화학적 풍화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 영향인자로서, CO2

지중 주입에 의해 지하수의 pH가 감소하고 결국 대수

층의 광물 용해/침전 현상을 증가시켜 주입된 CO2 거

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Faure, 1998). 고온/

고압 조건에서 지하수 내 초임계CO2 용해도를 계산한

선행 연구(Koschel et al., 2006; Darwish and Hilal,

2010)에 의하면, 50 oC, 100 bar 조건에서 초임계CO2는

지하수 1000 kg 당 0.6 - 1.1 mole 범위의 용해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지하수내 염분 농도에 따

라 용해도가 달라짐), CO2 지중 주입 시 초임계CO2의

용해와 이에 따라 pH가 낮아진 지하수에 의해 주변

암석의 풍화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Choi et al.,

2009). 초임계CO2-암석-지하수 반응시간에 따른 고압

셀 내 지하수의 pH 변화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반응 전 8.72이었던 지하수의 pH는 반응 10일 후에

평균 6.35으로 감소하였으며, 반응 30일 후에는 5.39까

지 떨어졌으며 반응 60일 후에는 5.36을 나타내었고

이 후에는 pH가 5.2 - 5.4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반응초기에는 초임계CO2가 지하수에 용

해되어 지하수 내 H+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였지만, 반

응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석으로부터 용해된 다른 용존

이온의 버퍼링 효과에 의해 더 이상의 pH 저하는 발생

하지 않고 일정한 pH를 유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초임계CO2-암석-지하수 반응시간에 따른 포항분지

사암과 이암의 광물학적 조성 변화를 규명하기위해 수

행한 XRD 분석 결과는 Table 2와 Table 3에 나타내

었다. 반응시간에 따른 암석의 XRD 분석 결과, 반응

시간에 따른 광물들의 분포비는 변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암석마다 초임계CO2-암석-지하수 반응에 의한

광물 풍화는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다만 포항분지 사암과 이암의 특정 광물들은 반응

시간에 따라 증가와 감소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특정 광물 분포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CO2 지중저장 시 대상 암석의

지화학적 풍화를 주도하는 광물과 CO2 주입에 의한

암석의 풍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사암의

경우 반응시간에 따라 사장석과 알칼리 장석이 뚜렷하

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반응 60일 동안 사

장석은 평균 18.5 %, 알칼리 장석은 9.1 % 감소하였

다(Table 2). 반면 반응 60일 후 스멕타이트, 일라이트

는 각각 78.6 %, 16.9 % 증가하였으며, 방해석도 약

10 % 증가하였다. 다른 광물들은 반응 시간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초

임계CO2-암석-지하수 반응에 의한 광물 용해 및 2차

침전이 반복됨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반응시간에 따

른 사암의 광물 분포 변화 분석 결과, 초임계CO2-사암

-지하수 반응에 의해 사장석과 알칼리 장석을 중심으

로 암석 내 광물들의 용해가 활발히 일어나 지하수 내

많은 양이온들을 공급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동시에 지

하수 내 공급된 양이온들을 일부 소모하여 일라이트,

스멕타이트와 같은 점토광물들과 방해석, 녹니석 등의

2차 광물들이 우선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계CO2-이암-지하수 반응시간에 따른 이암의

XRD 분석 결과 사암의 경우와 비슷하게 사장석과 알

칼리 장석의 용해에 의한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 반

응 60일 후 각각 20.3 %와 15.2 %로 감소하였다.

일라이트는 사암보다 더 증가하여 평균 42.3 % 증가

를 나타내었고, 황철석은 사암과 달리 감소하였으며,

대신 카올리나이트가 60.9 % 증가하였다(Table 3). 방

해석과 녹니석은 반응시간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

하였으며 이암 시료별 증가와 감소 변화가 다양하게

Fig. 7. pH change of groundwater by the supercritical CO2-

rock-groundwater reaction(S : sandstone and C : mu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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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암의 XRD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초임

계CO2-이암-지하수 반응 시 사암의 반응과 유사하게

사장석과 알칼리 장석이 가장 두드러지게 용해되어 지

하수 내 양이온을 공급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암에 비

해 방해석의 2차 광물의 침전보다는 카올리나이트의

침전이 많이 일어났다. 방해석의 경우 반응에 의해 용

해가 활발히 일어나 장석과 함께 지하수의 Ca2+ 농도

를 높이나, 일부는 다시 2차 침전에 의한 방해석과

Ca2+를 함유한 광물 생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계CO2-암석-지하수 반응시간에 따른 암석 입자

의 BET 분석 결과를 Table 4와 Table 5에 나타내었

다. 반응 60일 동안 사암과 이암 입자의 평균 비표면

적은 증가하였으며, 평균 미세공극 크기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임계CO2-암석-지하수 반응에 의해 암

석 광물 일부가 용해되어 입자 내 미세한 공극이 생겨

비표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추가로

생성된 미세 기공들에 의해 미세공극의 평균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응 전 사암입자의 평균 비표

면적은 27.3 m2/g 이었으며, 반응 60일 후 28.6 m2/g

으로 4.8 % 증가하였다(Table 4). 이암의 경우 평균

비표면적은 19.6 m2/g에서 26.6 m2/g으로 35.7 % 증

가하여 초임계 CO2 반응에 의한 표면적 증가가 사암

보다 컸다. 표면적 증가 현상은 평균 미세공극 크기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이암의 평균 미세공극 크

기는 반응 60일 후 21.6 % 감소하였다(사암의 경우에

는 5.9 % 감소하였음)(Table 5). 이러한 결과는 초임

계CO2 주입 시, 지화학 풍화반응에 의한 사암의 물성

변화보다 이암의 변화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암석 입자의 표면적과 미세공극 크기 변화는 공극

률과 투수계수와 같은 암석의 물성변화를 초래하여 공

극 내 CO2 거동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향 후 이러

한 암석의 물성 변화가 CO2 지중저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3.3.초임계CO2-암석-지하수 반응시간에 따른 지하

수 내 용존 양이온 변화 규명 실험 결과

초임계CO2-암석-지하수 반응 시간별로 압력셀 내 지하

수 2 ml를 채취하여 용존 양이온들의 농도를 분석하여

반응 전 지하수의 농도와 비교하여 Fig. 8에 나타내었

다. 사암의 경우 초기 지하수의 Mg2+ 농도는 1.99 mg/L

이었고 반응 10일 후에는 평균 49.79 mg/L로 증가하

였으나 반응 60일 후에는 평균 15.17 mg/L으로 감소

하였다. 이것은 반응 초기 Mg 함유 광물의 용해로 인

해 증가하다가 2차 광물의 생성에 의해 일부 소모되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하수의 Ca2+ 농도는 반응 전

1.78 mg/L에서 반응 60일 후 평균 34.37 mg/L로 증

가하였다. 이것은 사장석이나 방해석등의 광물들이 용해

되면서 지속적으로 Ca2+를 공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하수의 Na+ 농도는 반응 전 137.70 mg/L

이었고 반응 30일 후 평균 51.46 mg/L으로 감소했다

Table 4. Results of BET analysis for the change of the specific surface area for sandstone(S) and mudstone(C) during the

supercritical CO2-rock-groundwater reaction

Rock type
Specific surface area (unit: m2/g)

Before reaction 10 days of reaction 30 days of reaction 60 days of reaction

S-1 26.63 23.86 26.14 28.69 

S-2 27.02 26.11 26.86 27.77 

S-3 28.29 28.04 29.65 29.36 

C-2 19.90 25.05 27.84 29.16 

C-3 19.32 21.89 21.28 24.05 

Table 5. Results of BET analysis for the change of the average micro pore size for sandstone(S) and mudstone(C) during the

supercritical CO2-rock-groundwater reaction

Rock type
Average micro pore size (unit: Å)

Before reaction 10 days of reaction 30 days of reaction 60 days of reaction

S-1 72.00 78.39 70.95 68.66 

S-2 71.96 69.83 70.26 69.14 

S-3 74.00 67.76 67.41 67.42 

C-2 96.03 83.90 69.16 66.74 

C-3 97.41 97.65 90.12 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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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응 60일 후 167.16 mg/L으로 증가하였다. 이것

은 반응 초기에는 Na+가 스멕타이트 등의 2차 광물의

생성에 소모되어 감소하지만, 사장석 등 기존 광물들

의 지속적인 용해반응에 의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

다. 지하수의 Si4+와 K+ 농도는 반응 전 9.61 mg/L

과 17.78 mg/L에서 반응 30일 후 평균 26.16 mg/L

과 54.11 mg/L로 증가했다가 반응 60일 후 평균

14.96 mg/L과 16.16 mg/L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Si4+

는 규산염 광물들의 용해로 인해 증가하였다가 다시 2

차 규산염광물이 침전되면서 소모되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K+는 알칼리 장석 등의 기존 광물에서 용해되

어 증가하다가 일라이트, 스멕타이트 등의 2차 점토 광

물의 생성에 소모되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암과 반응한 지하수의 용존 이온 농도 변화도 사

암의 경우와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는데, Si4+,

Mg2+, Ca2+, K+와 Na+농도는 반응 전 1.99 mg/L,

1.78 mg/L, 17.78 mg/L과 137.7 mg/L에서 반응 60일

후 평균 39.55 mg/L, 98.11 mg/L, 31.00 mg/L과

155.65 mg/L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하수의 Si4+ 농도는

반응 전 9.61 mg/L에서 반응 60일 후 평균 9.13 mg/L

Fig. 8. Concentration change of dissolved cations in groundwater during the supercritical CO2-rock-groundwater reaction(S :

sandstone and C : mu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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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이러한 양이온의 증가는 사암

과 비슷하게 사장석, 정장석, 방해석 과 녹니석 등의 1

차 광물들이 용해되어 지하수 내 양이온을 공급해주었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지하수에 용해된 5종의 대표 양

이온 농도 변화 값으로부터 반응시간별 셀 내 지하수

100 ml 내 용존하는 대표 양이온의 질량(g)을 계산한

결과, 총 60일 동안의 초임계CO2-암석-지하수 반응에

의해 사암과 이암 모두 양이온의 용해량이 침전량보다

많아 지하수에 용존한 양이온의 총 질량이 평균 약 80 %

이상 증가하였고(Table 6), 이는 포항분지 사암층에

CO2를 주입하는 경우 주입 초기단계에서 지화학 풍화

반응이 활발히 진행되며 특히 용해반응에 의한 암석의

물성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암과 이암

에서 장석류, 운모류의 용해에 의해 지하수 내 Ca2+,

Na+, Mg2+ 등의 양이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전에 언급한 XRD와 BET 분석결과와도 일

치한다. 본 실험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초임계CO2 주

입에 의한 암석의 풍화반응이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Gunter et al., 1993;

Xu et al., 2004; Strazisar et al., 2009), 초임계CO2

주입 시 사암 중 Ca-Na가 풍부한 장석류와 운모류의

풍화가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실제 CO2 지중 저장 시 지중 저장 대상 암석의 풍화

도에 대한 정량적 자료에 근거한 부지 선정이 중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포항분지 하부 사암에 CO2를 주

입하는 경우 초임계CO2-암석-지하수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러한 광물의 용해 및 침전반응은 결국 암

석물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초임계CO2-암석-지하수

반응시간에 따른 암석 입자의 XRD, BET 분석을 통

해 입증하였다. 반응 60일 동안 포항분지 사암과 이암

모두 방해석, 사장석과 알칼리장석을 중심으로 용해반

응이 일어났으며, 방해석, 황철석과 점토광물 등의 2차

광물 생성도 함께 일어났다. 반응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사암과 이암입자의 비표면적은 증가하였고, 입자

내 미세공극의 평균 크기는 반응시간에 따라 지속적으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임계CO2-암석-지하수 반

응에 의해 암석 입자 표면이 용해되어 미세 공극들이

생김으로써 비표면적이 증가하고, 암석 내 공극률의 증

가를 초래하여 CO2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저장량 증대

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아

직 다양한 포항분지 암석에 대한 실험 자료가 아직 충

분하지 않으나, 실험결과로부터 주입된 CO2에 의한 포

항분지 이암의 지화학 반응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활발히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져, CO2 지중 저장 시

덮개암으로 사용될 경우 활발한 지화학 반응이 저장된

CO2의 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량적 실

험과 용해/침전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개발에 대

한 향 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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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verage mass increase of dissolved ions in groundwater during the supercritical CO2-rock-groundwater reaction

Cation 
type

Rock 
type

Average mass (g) of dissolved cations in 100 ml groundwater 

Before reaction 10 days of reaction 30 days of reaction 60 days of reaction

Mg2+
S 0.000199 0.004075 0.004980 0.001517

C 0.000199 0.004568 0.005006 0.003955

Ca2+
S 0.000178 0.002488 0.001623 0.003437

C 0.000178 0.014677 0.005716 0.009811

Na+
S 0.013770 0.006521 0.005146 0.016717

C 0.013770 0.004754 0.012777 0.013290

Si4+
S 0.000961 0.001958 0.002617 0.001497

C 0.000961 0.001880 0.002333 0.000799

K+
S 0.001778 0.003722 0.005411 0.001616

C 0.001778 0.004950 0.006008 0.003100

Total
S 0.016886 0.018765 0.019777 0.024783

C 0.016886 0.030829 0.031841 0.03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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