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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logical CO2 sequestration is a global warming response technology to limit atmospheric emissions by

injecting CO2 captured on a large scale into deep geological formations. The presented results concern

mineralogical and hydrogeological investigations (FE-SEM, XRD, XRF, and MICP) of mudstone samples from

drilling cores of the Pohang basin, which is the research area for the first demonstration-scale CO2 storage project

in Korea. They aim to identify the mineral properties of the mudstone constituting the caprock and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hydrogeologic sealing capacity that directly affects th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geological CO2

storage. Mineralogical analysis showed that the mudstone samples are mainly composed of quartz, K-feldspar,

plagioclase and a small amount of pyrite, calcite, clay minerals, etc. Mercury intrusion capillary pressure analysis

also showed that the samples generally had uniform particle configurations and pore distribution and there was no

distinct correlation between the estimated porosity and air permeability. The allowable CO2 column heights based

on the estimated pore-entry pressures and breakthrough pressure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thickness of the targeting CO2 injection layer.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mudstone layers in the Yeongil group,

Pohang basin, Korea have sufficient sealing capacity to suppress the leakage of CO2 injected during the

demonstration-scale CO2 storage project. It should be noticed, however, that the applicability of results and analyses

in this study is limited by the lack of available samples. For rigorous assessment of the sealing efficiency for

geological CO2 storage operations, significant efforts on collection and multi-aspect evaluation for core samples

over entire caprock formations should be accompa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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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은 대규모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지하 심부의 지질구조 내로 주입하여 대기중 방출을 제한하

려는 지구온난화 대응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의 이산화탄소 지중주입 실증 연구 지역인 포항분지의 지하

800 m 이하에서 시추된 심부 코어 시료를 대상으로 FE-SEM, XRD, XRF, MICP 등 분석을 수행하여 덮개암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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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이암의 광물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리

지질학적 차폐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광물학적 분석 결과 포항분지 영일층군 이암층은 주로 석영, K-장

석, 사장석과 소량의 황철석, 방해석, 점토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 모세관 압입 시험 분석 결과,

시료는 대체적으로 균일한 입자 구성과 공극 분포를 가지고 있었으며, 산정된 공극률과 공기 투과도 사이에서 뚜렷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산정된 공극진입압력과 돌파압력을 적용한 허용가능 CO2 기둥 높이는 이산화탄소 주입

대상층의 두께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포항분지 영일층군의 이암층이 이산화탄소 지

중저장 주입실증 사업에서 시범 주입되는 이산화탄소의 누출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차폐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

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제한된 수량의 시료를 분석·평가한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제한된 의미를 지닌다. 따

라서, 실제적인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과정에서 수행되는 덮개암층의 차폐능 평가를 위해서는 지층 전체 규모에 대한

다수의 시료 채취와 그에 대한 다면적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CO2 지중저장, 이암, 포항분지, 차폐능, 수은 모세관 압입 시험

1. 서 론

이산화탄소 지중저장(Geological CO2 sequestration)

은 대규모 발생원으로부터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지하

수 km 이하의 안정적인 지질구조 내로 주입·격리함으

로써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온실가스의 규모를 제한하

려는 지구온난화 대응기술이다(IPCC, 2005; Michael

et al., 2010; Bachu, 2015).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수

행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이산화탄소가 저장될 수 있

는 다공성의 저장층과 함께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상부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덮개암층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Chadwic et al., 2004). 덮개암층이 저장된 온실가스

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격리하기 위해서는 단층이나 단

열 등의 누출 경로 없이 연속적이며, 변형에 의한 파

괴에 저항할 수 있는 연성을 지녀야 한다(Downey,

1984). 이와 함께, 높은 모세관압과 낮은 투과도를 지

녀 부력에 의해 상부로 이동하려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의 침투나 통과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덮개

암층의 차폐능은 구성 암석의 광물학적 조성뿐만 아니

라 물리적 구조 내에 존재하는 공극의 크기와 규모,

그리고 연결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모세관 수은 압입

시험(mercury intrusion capillary pressure analysis,

MICP)은 암석 시료 내부로 수은을 주입하며 주입압력

과 주입량의 단계별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암석 공극

구조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 기

법이다. MICP 분석의 결과는 암석 시료의 공극 부피

나 공극률 이외에도 공극 크기의 분포, 모세관압과 포

화도의 관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상대 투과도나 유

체의 진입압을 산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Swanson,

1981; Comisky et al., 2007; Rezaee et al., 2012).

본 연구는 국내 최초의 이산화탄소 지중주입 실증

연구 지역인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 일대의 심부 지

질 구조를 대상으로 지중주입된 이산화탄소가 안정적

으로 격리되도록 하는 덮개암층의 차폐능 평가를 목적

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연구 지역의 시추 코어

로부터 지하 800 m 이하에 교호적으로 존재하며 덮개

암층을 구성하는 이암 시료를 확보하고, 이를 대상으

로 FE-SEM, XRD, XRF, MICP 등의 다양한 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미소규모에서의 광

물학적 및 지질수리학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활용되었

으며, 이를 통하여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의 안정성과 신

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암의 차폐능을 정량

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덮개암

내 균열 및 단층의 존재, 덮개암층의 연성 파괴 등 덮

개암층의 차폐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물리적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2. 연구 지역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의 근해 지역으로, 경·위도상 동경 129° 25’ 18’’

와 북위 36°02’06’’에 위치하고 있다(Fig. 1). 연구지역

은 연안 퇴적분지인 포항분지의 일부로서, 포항분지가

속한 영일층군은 제3기 신생대의 퇴적분지로 비교적

높은 공극률을 지닌 해성 기원의 쇄설성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Sohn et al., 2011). 이 지역의 지층들

은 주로 이암, 사암, 역암 등의 호층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대부분 고결성이 낮은 반고결 또는 미고결 상태

로 존재한다(Um et al., 1964; Lee et al., 2007). 또

한, 이 지역의 지층은 남북방향으로 주향경사를 이루

며, 동향의 경사를 이루어 외해 방향인 동쪽으로 갈수

록 경사가 깊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Le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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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연구지역의 지층 중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의 실

증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저장암으로는 분지의 하부에

위치하고 비교적 높은 공극률과 투과도를 지닌 대염수

층인 역암 및 사암층을 선정하였으며, 덮개암으로는 분

지의 상부에 위치하며 비교적 낮은 투과도를 지닌 준

대염수층인 사암 및 이암 교호층과 이암층을 선정하였

다(Fig. 2)(Park et al., 2015). 

3. 연구 재료 및 방법

3.1. 이암 시료

이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의 시추공에서 확보된 총

870 m의 시추 코어 중에서 깊이 724.54 m ~ 724.73 m

(YM1), 769.08 m ~ 769.26 m (YM2), 807.26 m ~

807.44 m (YM3)에 위치한 세가지 이암 시료를 사용하

였다(Fig. 2). 이암 시료는 물과 접촉하면 쉽게 부서지

는 반고결 상태로서, 회색의 세립질(유기물과 점토광물)

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육안을 통해 관찰되었다.

3.2. 광물학적 연구 방법 (FE-SEM, XRF, XRD)

이암의 조직과 형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전자선 묘화

공정 장치 및 주사전자현미경(FE-EM; SUPRA25, Zeiss)

을 사용하였으며, 화학적 성분을 규명하기 위한 X-선 형

광분석(XRF; XRF-1700, Shimadzu)과 구성 광물 확인

을 위한 X-선 회절분석(XRD; X’Pert-MPD systems,

Philips)를 실시하였다. XRD 분석은 Cu-Kα 타겟과

Ni-필터를 사용하여, 전류 30 mA, 전압 40kV, 주사속

도 4o/min, 측정범위 5 ~ 80o의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3.3. 모세관 수은 압입 시험 (MICP)

모세관 수은 압입 시험에서는 수은의 주입압력을 단

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각 압력 단계별 평형상태에서

주입된 수은의 부피를 측정함으로써 시료 내 공극 크

Fig. 1. Location of the study area in the Pohang Basin,

Korea.

Fig. 2. Geologic columnar section of this study area; (a) YM1 (724.54 m ~ 724.73 m), (b) YM2 (769.08 m ~ 769.26 m) and

(c) YM3 (807.26 m ~ 807.4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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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분포, 모세관압, 포화도 등을 파악한다. 측정 초

기 낮은 압력으로 주입된 수은은 불균질한 표면 굴곡

과 균열을 채우며 시료의 외부를 감싸는 정합

(conformance)과정을 거치는데, 이 단계에서 주입된 수

은의 부피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비습윤성 유체인 수

은이 본격적으로 시료의 내부 공극으로 침투하기 위해

서는 일정 크기 이상의 주입압력이 가해져야 하는데,

표면 공극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높은 압력이 요구된

다. 이 때, 암석 공극에 발생하는 모세관압은 잔류유체

와 진입유체 사이의 계면 특성, 공극의 구조와 규모,

암석 표면의 습윤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공기-수

은계에서 반지름이 r
c 

[mm]인 원형 단면 공극의 내부

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모세관압의 이론적 크기는 다음

과 같은 Washburn(1921)식으로 표현된다.

(1)

여기서 는 모세관압 [psi], 는 공기-

수은간 계면장력 [dynes/cm], 는 공기중 수

은의 접촉각 [°]이다. 

주입압력이 ‘공극진입압력(pore-entry pressure)’에

도달하면 수은이 시료 내부로 진입되기 시작하고 공극

내부의 공기를 대체하며 수은 포화도가 증가한다. 이

압력은 수은주입곡선(주입압력-주입량 곡선) 상에서 초

기 변곡점으로 나타나며 (Fig. 3)(Katz and Thompson,

1987), 암석 시료 표면에 존재하는 최대 공극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주입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주입

된 수은은 연속된 흐름을 형성하며 시료를 관통하게

되는데, 이 때의 압력을 ‘돌파압력(breakthrough

pressure)’이라고 정의하며 수은주입곡선에서 기울기

(dV/dP; V: 주입량, P: 주입압력)가 크게 변화하는 2차

변곡점으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Fig. 3)(Kivior et al.,

2002; Dewhurst et al., 2002). 돌파압력은 덮개암이

차폐가능한 CO2층의 규모를 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

활용될 수 있다(Watts, 1987; Ingram et al., 1997).

공기와 수은이 각각 습윤성 초기포화 유체와 비습윤성

주입유체로 적용되는 모세관 수은 압입 시험의 측정결

과를 염수와 초임계상 CO2가 공존하는 이산화탄소 지

중저장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유체의 물리 및

지화학적 특성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 다음과 같은 변

환 과정이 요구된다(Schowalter, 1979; Watts, 1987;

Daniel and Kaldi, 2009, 2012).

(2)

여기서, 는 염수-CO2계에서의 모관압

[psi], 와 는 각각 염수-CO2계에서

의 계면장력 [dynes/cm]과 접촉각 [°]이다.

저장층의 공극을 채우고 있던 염수에 비하여 밀도가

낮은 초임계상 CO2가 저장층 내부로 유입되면 부력의

영향을 받게 되고 덮개암에 다다를 때까지 상부로 이

동한다. 이 과정에서 주입유체인 CO2는 초기 포화유체

인 염수를 대체하며 덮개암 하부에 축적되는데, 그 규

모—CO2층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덮개암에 가해

지는 CO2의 압력은 점차로 증가한다. 이 압력이 덮개

암의 표면 공극에 작용하는 모세관압을 초과하면 CO2

가 덮개암 내부로 유입되거나 상부 지층의 균열을 유

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덮개암이 안정적으로 지

지할 수 있는 CO2층의 최대 두께를 ‘CO2 기둥의 높

이(CO2 column height)’라고 정의하며, 이는 공극 구

조의 크기 분포와 연결성 등 덮개암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Wiprut and Zoback, 2002). 이

산화탄소 지중저장에서 CO2 기둥 높이의 개념은 덮개

암의 차폐능이나 저장된 CO2가 저장층을 벗어나는 유

출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주입가능한 CO2의 최대 주입

량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공극진입압력이나 돌파압력

을 초과하는 주입압력을 형성할 수 있는 CO2층의 두

께를 의미하는 CO2 기둥의 높이, [m],는 다음

식으로 산정될 수 있다(e.g., Lu et al., 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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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g는 중력가속도 [m/sec2], 와 는 각

각 염수와 초임계상 CO2의 밀도 [kg/m3]이다. 공극 구

조가 치밀하고 단속적일수록 덮개암의 차폐능은 증가하

며, 더 큰 규모의 CO2층을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암석 내부의 공극 크기 분포는 투과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Bear 1988; Garcia

et al. 2009; Zinszner and Pellerin 2007), 모세관

수은 압입 시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암석

의 투과도를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Swanson,

1981; Comisky et al., 2007).

(4)

여기서, a는 339의 값을 가지는 상수, 

는 각 단계별 모세관압에 대한 수은 포화도

비의 최대값 [%/psi], 그리고 c는 1.691의 값을 가지는

지수이다. 식 (4)는 319개의 탄산염암과 사암 시료에

대한 투과도 시험 결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셰일 등

극히 낮은 투과도를 가진 암석에서는 다소 과대평가되

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된 바 있다(Lohr and

Hackley, 2018). 

본 연구의 모세관 수은 압입 시험에서는 3.4 × 10-4

MPa (0.05 psi) 부터 최대 413.7 MPa (60,000 psi)

까지 단계별로 수은을 주입하면서 주입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은 공극률 측정기인 AutoPore IV 9500(Micro-

metrics)를 이용하였다. 측정을 위하여 각 이암 시료별

로 무게 0.77 g ~ 1.13 g 범위의 육면체형 측정 시

료를 2개씩 성형하고 150oC에서 3시간 건조하여 전처

리하였다. 측정은 수은의 주입 및 배출과정 동안 주입

압력과 주입량이 자동기록되어 이루어졌으며, 주입압력

은 진입가능한 공극 크기로 환산되어 지름 0.003 mm

~ 1,100 mm 범위의 공극 분포를 산정하는데 활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물성값은 Table 1에 정리된

바와 같다.

4. 연구 결과 및 토의

4.1. 광물암석학적 분석 결과

포항분지 영일층군 이암 시료에 대한 FE-SEM 분석

결과, 암석 시료의 공극 구조를 이루는 미세 공극은

주로 석영 입자 사이 또는 입자 내 기공의 형태로 존

재하며, 그 직경은 10 ~ 1,000 nm의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이암 시료에 대한 XRD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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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E-SEM photographs of mudstone samples examined in this study ; (a) YM 1, (c) YM 2, (e) YM 3 at 100×

magnification and (b) YM 1, (d) YM 2, (f) YM 3 at 2000× magnification; inter-particle pores and fractures in quartz.

Table 1. Parameters for calculating CO2 column height in this study

Parameter

Value 26 485 70 130 0.65 1.05

Unit dyne/cm dyne/cm Degree Degree g/cm3 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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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회절 패턴의 20.88°, 26.62°, 36.51° 지점에서 나

타난 석영의 피크와 23.37°, 26.77°, 46.12° 지점에서

나타난 K-장석의 피크, 22.10°, 27.96°, 28.02° 지점에

서 나타난 사장석의 피크가 높은 강도로 나타났으며,

이보다 낮은 강도의 황철석, 방해석, 점토 광물의 피크

가 확인되었다(Fig. 5). 화학조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

행된 XRF의 결과에 따르면, 실험에 사용된 이암 시료

에는 SiO2가 전체 성분 중 53.08 ~ 64.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Al2O3, Fe2O3, Na2O,

K2O, MgO, CaO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세한 화학적 성분 분석의 결과는 Table 2에 나

타낸 바와 같다. 덮개암을 구성하는 암석에 대한 화학적

또는 광물학적 구성에 관한 정보는 CO2-염수-암석계의

지중저장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지화학적 반응—용해,

침전 등—에 의한 공극 규모의 수리암석학적 변화—공

극률, 투과도 등—를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4.2. 수은 모세관 압입 시험 분석 결과

포항분지 영일층군 이암 시료에 대한 모세관 수은

압입 시험의 결과는 Table 3에 정리된 바와 같다. 깊

이 724 m ~ 807 m에 존재하는 3개 이암층에서 채

취된 시료의 공극률은 15.37% (YM2-1) ~ 18.29%

(YM3-2)의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 (4)의

Swanson 경험식(1981)을 적용하여 계산된 결과에 따

르면 시료는 0.04 mD (YM1-1) ~ 0.30 mD (YM3-

2) 범위의 공기 투과도를 가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Fig. 6은 각 시료의 공극 크기별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세 시료는 전반적으로 대칭적인 단봉형의 공극 크기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 각 이암층 별로 측정에 사용된

2개 시료의 공극 크기 분포 곡선이 서로 유사한 형태

를 나타내며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미루어 각 이암층

은 대체적으로 균일한 입자 구성과 공극 분포를 가지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mudstone samples used in this study

SiO2 Al2O3 TiO2 Fe2O3 MnO MgO CaO Na2O K2O P2O5 LOI

YM1 58.17 18.64 0.72 7.17 0.12 1.19 0.49 0.96 2.06 0.07 10.16

YM2 64.95 17.63 0.78 5.32 0.04 1.29 0.25 1.46 2.63 0.04 5.43

YM3 53.08 17.35 1.47 10.71 0.42 0.88 2.01 0.59 0.95 0.11 12.06

Fig. 5. XRD patterns of mudstone samples examined in

this study (Q: quartz, C: calcite Ka: kaolinite, Mo:

montmorillonite, Al: albite, Mu: muscovite, Or: orthoclase).

Table 3. Test and analysis results of mercury injection capillary penetration for mudstone samples from the Yeongil group,

Pohang basin, Korea 

YM1-1 YM1-2 YM2-1 YM2-2 YM3-1 YM3-2

Sample weight (g) 1.0814 1.0846 0.7846 1.1362 1.1349 1.1424

Total intrusion volume (mL/g) 0.0859 0.0886 0.0711 0.0753 0.0881 0.0848

Median pore diameter (nm) 11.8 11.1 21.4 18.7 11.6 12.3

Critical (modal) pore diameter (nm) 12.0 11.7 26.7 26.8 28.9 29.1

Conformance (mL/g) 0.0055 0.0040 0.0033 0.0047 0.0050 0.0045

Porosity (%) (conformance corrected) 17.05 17.64 15.37 15.58 12.15 18.29

Air permeability (mD) (Swanson, 1981) 0.0436 0.0924 0.1194 0.1023 0.0871 0.3568

Pore-entry pressure, Pentry (psia) 4763.6 2861.3 2453.5 1505.8 161.3 91.5

Breakthrough pressure, Pp (psia) 15158.9 15453.3 6799.4 6766.2 6323.0 6291.1

CO2 column height based on Pentry, (m) 238.8 143.5 123.0 75.5 8.1 4.6

CO2 column height based on Pp, (m) 760.0 774.8 340.9 339.2 317.0 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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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6개 시료의 공극 크기 분

포 곡선에서 나타난 공극 크기의 중간값은 11.1 nm

(YM1-2) ~ 21.4 nm (YM2-1), 가장 많은 빈도를 차

지하는 주요 공극의 크기는 11.7 nm (YM1-2) ~

29.1 nm (YM3-2)의 분포를 나타냈다. 공극 크기의 분

포나 공극률에 대한 비교에 있어서 시료간 차이가 비

교적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YM-3—특히, YM-3-2ㅡ

가 다른 두 이암층 시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공

기 투과도를 나타내는 것은 YM-3의 두 시료 모두에서

공극 크기 분포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극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지름 50 nm 이상의 공극이 타 시료

에 비하여 현격하게 높은 비율로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YM2-1의 경우, 평가된 모든 시료 중에서 가

장 낮은 공극률을 가진 시료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크

기의 공기 투과도를 나타낸 것 역시 상대적으로 큰 공

극의 존재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7은 각 이암 시료

의 공극률과 공기 투과도를 도시한 것으로, 가장 높은

공기 투과도를 나타낸 YM3-2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들의 공기 투과도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산정된 공극률과 공기 투과도 사이에서 뚜렷한 상관관

계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관관계를 나타

내기에는 자료가 수적으로 충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

라 공극율 이외에 투과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극

의 연결성 등의 요소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Fig. 8은 암석 시료에 대한 수은 모세관 압입 시험

에서 연속으로 수행된 가압과 감압 과정 동안 주입 압

력과 수은 포화도와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수은의 침투-배출 곡선에 따르면 모든 시료에

서 가압 과정에서 포화된 수은의 최소 54.4% (YM2-

2) 이상이 대기압 수준의 감압 이후에도 시료의 공극

구조 내에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뚜렷한

이력(hysteresis)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력 현상

은 수은의 배출 과정에서 연속적인 플룸 형태로 존재

하던 수은의 흐름이 공극 구조 내에 존재하는 상대적

으로 작은 지름을 가진 공극목에 의해 끊김(snap-off)

으로써 배출되지 못한 수은이 작은 방울 상태로 공극

내에 잔류하여 발생한다(Porcheron and Monson,

2004; Kaufmann et al., 2009; Tanko, 2011). 주입

압력의 감압을 통한 수은의 배출 과정 이후의 수은 잔

류량은 시험에 사용된 6개 시료 중 공극률이 가장 큰

YM3-2에서 가장 크게 (69.6%) 나타났으며, 이후에도

공극률의 순서에 따라 YM1 (65.0%와 66.0%)과 YM2

(54.5%와 54.4%)가 모두 50% 이상의 잔류량을 나타

냈다. 다만, 공극률이 가장 낮은 시료인 YM3-1이

YM2와 유사한 중간 크기의 잔류량 (65.0%)을 나타내

는 것은, 공기 투과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

로 크기가 큰 공극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입

Fig. 6. Normalized pore-size distribution for mudstone

samples. 

Fig. 7. Porosity versus air permeability for mudstone

samples.

Fig. 8. Intrusion and extrusion capillary pressure curves

and capillary hysteresis for mudston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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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출 과정에서 나타난 수은 잔류량과 공극률의 상

관관계에 대한 유의미한 결론의 도출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암석 시료에 대한 시험 결과의 확보와 분석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Fig. 9는 진입 압력의 증가에 따른 수은 포화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측정에 사용된 6개 이암 시료

의 공극진입압력은 최소 91.5 psi (YM3-2) 부터 최대

4,763.6 psi (YM1-1), 돌파 압력은 최소 6,323.0

(YM3-1) 부터 최대 15,453.3 (YM1-2) 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어 시료별로 큰 차

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측정 결과를 식 (3)에 대입하면,

염수로 100% 포화되어 있는 이암층으로 주입되기 위

해 필요한 CO2층의 두께, 또는 이암층이 부력으로 인

해 상승하는 CO2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CO2층의

최대 두께는 4.6 m (YM3-2) ~ 238.8 m (YM1-1)

로 계산되었으며, 각 이암층을 돌파하는데 필요한 CO2

층의 두께는 315.4 m (YM3-2) ~ 775.8 m (YM1-1)

로 계산되었다. 차폐가능한 CO2층의 두께의 평균값으로

판단할 때, 지하심도가 가장 낮은 YM1 이암층이 가장

큰 차폐능 ( = 191.2 m, 

= 767.4 m)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YM2

( = 99.3 m, = 340.1 m)

와 YM3 ( = 6.4 m, =

316.2 m) 이암층의 순서로 나타났다. 각 시료별 공기

투과도 차이에 대한 분석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각

시료의 공극률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폐능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각 시료의

공극 크기 분포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Fig. 6

에 나타난 각 시료의 공극 크기 분포를 살펴보면, 지

름 5 nm ~ 10 nm 범위의 미세 공극은 YM1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로 존재하고 있음에 비하여 지름

50 nm 이상의 거대 공극은 YM3에서만 의미있는 빈도

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공극 크기 분포가 하향 편양성을 나타내는 정도에 비

례하여 차폐능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

극 크기 분포 이외에 공기 투과도나 차폐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리지질학적 특성으로는 공극의 연결성

이나 굴곡도 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 대한 정보는

MRI, CT 등 시료 내부의 공극 구조를 가시화할 수

있는 영상기법을 통하여 획득될 수 있다.

연구지역에서 이산화탄소 지중주입 실증을 위한 후

보 지층으로 지하 810 m ~ 855 m 깊이에 존재하는

사암 및 역암층을 고려하는 경우(Fig. 2), 본 연구에서

평가된 3개 이암층의 CO2 기둥 높이에 대한 계산 결

과는 45 m 내외의 저장층 두께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역암층으로 주입

된 초임계상의 CO2가 공극 전체를 포화시키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직상부에 위치하는 YM3 이암층으로의

일부 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 이암층을 통과하여 다음 지층으로 진입하기 충분한

크기의 압력은 형성되지 않는다. 더우기, YM3 이암층

보다 상부에 위치하는 YM1과 YM2 이암층은 YM3

이암층과 비교하여 현격하게 높은 차폐능을 지니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이 세 이암층으로 이루어진 덮개암

층의 통합적인 차폐능은 저장 후보층으로 주입된 이산

화탄소의 상부 누출을 제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주입압

력이나 주입 이산화탄소의 흐름 등 잠재적으로 저류층

내 이산화탄소의 압력 분포에 대한 영향 요소가 고려

되지 않았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포항분지 영일군층의 3개 이암층으로

부터 채취된 코어 시료를 대상으로 SEM, XRD, XRF,

MICP 등의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해당 지층의 광물암

석학적 및 지질수리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위한 덮개암으로서의 차폐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광물암석학적 분석 결과, 포항분지 영일층군 이암

층은 괴상의 불규칙적인 구조를 보이는 이암으로 주로

석영, K-장석, 사장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량의 황철

석, 방해석, 점토 광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이암

의 공극 구조를 이루는 미세 공극은 주로 석영 입자

사이 또는 입자 내 기공의 형태로서 그 직경이 0.01

2
,CO entryH

2
,CO breakthroughH

2
,CO entryH

2
,CO breakthroughH

2
,CO entryH

2
,CO breakthroughH

Fig. 9. Mercury intrusion capillary pressure curve for

mudston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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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µm의 범위를 가진다. 

●수은 모세관 압입 시험 분석 결과, 포항분지 영일

층군 이암층은 대체적으로 균일한 입자 구성과 공극 분

포를 가지고 있었으며, 공극률은 15.37% ~ 18.29%,

예측된 공기 투과도는 0.04 mD ~ 0.30 mD 의 범

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정된 공극률과 공기

투과도 사이에서 뚜렷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 6개 이암 시료의 공극진입압력은 91.5 psi ~

4,763.6 psi, 돌파 압력은 6,323.0 ~ 15,453.3로 측정

되어 시료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측정 결과

를 적용한 결과는 이암층이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CO2층의 최대 두께는 4.6 m ~ 238.8 m, 각 이암층

을 돌파하는데 필요한 CO2층의 두께는 315.4 m ~

775.8 m 로 산정되어, 지하심도가 가장 낮은 YM1 이

암층이 가장 큰 차폐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포항분지 영일층군의 이암층이 이산화탄

소 지중저장 주입실증 사업에서 시범 주입되는 이산화

탄소의 누출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차폐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대상 지층인 포항분

지 영일층군의 단일 시추공으로부터 확보된 시추코어

에서 선택된 3개 심도의 이암층에서 각각 2개의 시료

를 채취하여 분석·평가한 것으로서, 덮개암층의 차폐능

평가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제한된 의미

를 가진다. 따라서, 중규모 이상의 실제적인 이산화탄

소 지중저장의 선행 과정으로 수행되는 덮개암층의 차

폐능 평가를 위해서는 지층 전체 규모에 대한 다수의

시료 채취와 그에 대한 다면적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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