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 -

～

공학적인 지열시스템 을 이용한 지열발전 기술(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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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The potential deep geothermal resources span a wide range of heat sources from
the earth, including not only the more easily developed, currently economic hydrothermal
resources; but also the earth’s deeper, stored thermal energy, which is present anywhere. At
shallow depths of 3,000 10,000m, the coincidence of substantial amounts heat in hot rock,∼

fluids that heat up while flowing through the rock and permeability of connected fractures can
result in natural hot water reservoirs. Although conventional hydrothermal resources which
contain sufficient fluids at high temperatures and geo-pressures are used effectively for both
electric and nonelectric applications in the world, they are somewhat limited in their location and
ultimate potential for supplying electricity. A large portion of the world’s geothermal resource
base consists of hot dry rock(HDR) with limited permeability and porosity, an inadquate recharge
of fluids and/or insufficient water for heat transport. An alternative known as engineered or
enhanced geothermal systems(EGS), to dependence on naturally occurring hydrothermal reservoirs
involves human intervention to engineer hydrothermal reservoirs in hot rocks for commercial
use. Therefore EGS resources are with enormous potential for primary energy recovery using an
engineered heat mining technology, which is designed to extract and utilize the earth’s stored
inexthermal energy. Because EGS resources have a large potential for the long term, United
States focused his effort to provide 100GW of 24-hour-a-day base load electric-generating
capacity by 2050.

Keywords : hydrothermal resources, hot dry rock(HDR), engineered or enhanced geothermal system,
24-hour-a day base load

서 언1.

지각하부의 맨틀이나 마그마는 인류가 필요로 하는 열에너지자원을 무한하게 부존하고 있는

일종의 열에너지 저장소 이다 특히 지열은 높으나 수리성투수성과 저유(heat energy reservoir) . (

성 이 불량하여 열수가 산출되지 않는 암체를 고온건조암체 라 한다 우리) (Hot Dry Rock, HDR) .

의 발밑 구간에는 청정하고 비고갈성인 열에너지와 전력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중3 10∼ ㎞

고온 의 고온건조암체가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들 고온건조암체가 보유하고 있는- (100~370 ) .℃

지열에너지의 최소 매장량은 석유와 가스를 위시한 화석연료 매장량의 약 배에 이른다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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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유가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불안과 이에 부가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야기되고

있는 범지구적인 지구온난화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발밑에 무

진장 부존되어 있는 청정하고 저렴하며 친화경적이고 비고갈성인 지열에너지자원을 적극적

으로 개발하여 에너지의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취약한 경제구조를97%

개선하고 우리도 에너지자원 보유국이 됨은 물론 지열발전에 따른 고용효과 창출과 안정적,

인 에너지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종래의 열수 자원을 이용하여 지열발전을 하는 량은(hydrothermal fluid)

약 열수의 열을 직접 열원으로 이용하는 지열에너지 이용량은 그리고2,000MW, 650MW,

지열펌프를 이용하여 천부지열을 냉난방용 열원으로 이용하는 량은 로써 총3.700MW

정도이다 미국내에서 열수를 이용한 지열발전규모는 연간 억 정도이며 향후6,350MW . 15 $ 5

년후에는 억 규모로 증대될 것이라 한다30 $ .

미국의 는 최근 기존의 유정과 가스정 및 심정 에서 측정한 지온구배 암MIT (deep well) ,

석의 열전도도 열적특성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내 지표하 이내 구간내에 부존된, 3~5㎞

지열에너지 매장량을 분석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부존된 지열에너지 가운데 회(MIT,2007)

수 가능량의 만 개발 이용하드라도 지열발전 가능량은 미국의 연간 전력 사용량의2%

배에 해당하는2,800 2.8×105EJ (7.8×1010 이라고 한바 있다GW) (Fig.1).

이와 같이 막대한 량의 심부 지열에너지 자원은 추후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환경보전 등

을 고려할 때 지열발전분야의 성장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지열.

발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나라는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와 일본 등과 같은 선진 제국, , ,

들이고 향후 년 사이의 이 분야 세계시장은 억 를 상회할 것이라고 미국의 에너10 15 250 $∼

지성 은 예측하고 있다(DOE) .

앞으로 지열발전은 종래의 투수성이 양호할 지열저류층에서 산출되는 열수를 직접 이용하

여 전기를 생산하는 재래식방법에서 탈피하여 고온건조암체 내에 부존된 중(hot dry rock) ∼

저온의 지열을 개발 이용하는 공학적인 또는 강화된 지열시스템(engineered or enhanced

이하 공학적인 지열 시스템이라 한다 과 차 작동유체와 열교환geothermal system, EGS, ) 2

방식을 이용하는 차 지열발전 방법을 병용하는 기법이 주종을2 (binary cycle power plant)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열발전이 세계에너지 인프라의 주종이 되기 위해서는 타 발전시설의 발전단가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의 에너지성은 현재 지열발전 단가를 당. 1 KW

에서 로 내리기 위한 기술개발에 많은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고0.05 0.08$ 0.03 0.054$∼ ∼

있으며 년까지 신규로 그리고 향후 년내에 까지 지열발전을2030 15,000MW 50 100,000MW

계획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 개소당 발전량은 약 규모( 1 1,000MW ).

행정부는 지열에너지 자원을 청정공기법과 기타 환경 관련규제에 가장 부합하는 재Bush

생에너지자원으로 규정하여 추후 년간 차세대 전력 공급 기법이라고 불리 우는 공학적20

지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열발전사업을 최소 현재의 배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국가 에너지2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학적인 지열시스템2. (Engineered Geothermal System, EGS)

열수 저류층2.1 (Hydrothermal reservoir)

열수를 이용하는 지열발전과 열에너지 생산은 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 열에1904 .

너지 관점에서 보면 온도가 되는 고온수 은 의 화석연료에 비해 에너지150 300 1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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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낮다 그 이유는 지열수는 잠열과 헌열 엔탈피를 사용하는데 반해 화석연료는 연소.

시 방출되는 연료내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적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표하 구간에 부존된 심부 지열에너지와 를 이용하여Fig. 1. 3 10Km EGS∼

전력생산이 가능한 지열에너지량(MIT,2007)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지열발전을 하기 위해서 개 생산정 지열정 당 지열수의 산출량은 지1 ( )

열수의 입구온도에 따라 좌우되나 통상 분 정도이다 즉 지열수의 수50 150 /s(3 9ton/ ) .∼ ㎏ ∼

온과 생산정의 산출율은 지열원의 경제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생산정을 깊게.

설치하므로 발생되는 비용증가와 고온의 열역학적인 효울증가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열수 프로젝트는 자연온도가 높은 지열수와 산출성이 큰 열수가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생산정 설치와 소요 심도까지 지열정을 위시한 지열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정에서 지열수의 산출율은 커야하고 필요한 지열수의 생산량과 주입율

을 수용할 수 있는 투수성이 양호한 저류층이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성공적인 열수저류층에 설치한 생산정들은 지열수의 산출율과 수온에 따라 발전 가능량이

좌우되긴 하나 통상 개 생산정 당 이상의 지열발전을 한다 예를 들면 의 수온을1 5 . 150㎿ ℃

보유하고 있는 천부 열수저류층에 설치한 개 생산정에서 열수 산출율이1 105 /s(6.3ton/㎏

분 일 때 발전가능량은 약 규모이다) 4.7 .㎿

공학적인 지열시스템 기술의 적용2.2 (EGS)

과거에는 고온의 지열수와 양호한 투수성을 갖인 열수저류층을 대상으로 지열발전이 실시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열수저류층의 분포는 전세계적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최근에, .

는 암체의 투수성이 불량하여 열수는 부존되어 있지 않지만 암체가 고온건조암체인 경우에

인공수압파쇄를 위시한 수리자극법 을 적용하여 인공 지열저류층을(hydraulic stimulation)

만들어 심부 지열자원을 보다 광범위하게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인 공학적인 지열시스템을

널리 이용하고 있다 즉 지표에서 깨끗한 물을 고압상태하에서 수리자극법에 의해 투수성.

통로가 만들어진 고온건조암체로 주입시키면 이들 주입수가 인공 단열면을 통과하면서 열

교환을 일으켜 중 고온의 지열수 로 바뀐다 이와 같이 온도가 상승한 주입수를(geoflu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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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채수하여 지열발전을 하는 일연의 시스템 지열저장소 펌프 배관 발전소 및 기타 부( , , ,

대시설 포함 이 바로 공학적 지열시스템이다) (Fig.2).

지열자원은 현재 경제적으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천부 지각내에 부존된 온천과 같은 열

수자원 에서부터 지각의 심부 어느 곳에나 부존된 심부 지열에너지(hydrothermal resource)

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전통적으로 열수자원은 발전이나 비발전용으로.

널리 이용되긴 했으나 지열발전을 할 수 있는 열수자원의 산출지역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매

우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지구가 저장하고 있는 지열에너지를 추출하여 이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열자원 채굴기술

가운데 기본적인 지열에너지 회수시스템이면서 무한한 열에너지개발의 잠재성을 가진 지열

회수 시스템은 바로 이다 년까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초부하 전력EGS . 2050 100,000MW

를 를 통해 생산 공급하려 하고 있다 이 량은 현재 지열이용량의 배에 해당하며 미EGS . 40

국의 현재 전력사용량의 에 해당하는 청정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매우 큰10%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미 검증된 자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신규 에너지원이다 는EGS

지열정을 추가 굴착 하지 않고서도 열역학적인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공학적(deepening)

인 인공 지열저류층을 만들 수 있는 최신 기법이다 따라서 현재 선진제국들은 물의 비등점.

보다 온도가 배 이상 높은 의 중 고온을 유지하고 있는 강력한 미래 에너지3 150~500 ℃ ∼

원인 고온건조암석를 찾는 지열자원조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과거 열수자원을 지열발전의 열원으로 이용했던 시기에 지열발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최소 다음과 같은 가지의 수문지열학적 요건 을 구비한 곳이3 (hydrogeothermal conditions)

라고 생각했었다.

고온암체로서 열원이 있는 곳①

수리적인 연결성이 양호하고 투수성이 비교적 양호한 단열암체가 발달된 곳②

유동가능한 지열수가 부존된 곳 등이다.③

이와 같은 가지 조건을 동시에 모두 구비한 열수 부존지역은 지구상에서 극히 제한적으로3

산출된다 그러나 의 조건을 만족하는 고온암체는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나 지표하. 1) 3 10∼

이내에 분포되어 있다 그렇치만 의 조건을 만족하드라도 와 의 조건을 동시에 충. 1) 2) 3)㎞

족하는 지역은 매우 드물다.

시스템에서 자연 투수성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저투수성 암체에 투수성 단열EGS

을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방법을 총괄하여 수리자극법 이라(fracture) (hydraulic stimulation)

한다 수리자극법은 저투수성 고온건조암체에 고압의 물을 주입하여 인공적으로 단열 투수.

대를 만들어 상업화가 가능한 지열발전용 지열저류층을 조성하는 인공수압파쇄법을 위시하

여 다음과 같은 인공적인 단열대 조성방법들도 이에 포함된다.

여러 가지의 압력과 주입율을 이용하여 점성이 조절됬거나 또는 조절되지 않은 상태의①

주입수를 저 투수성암체로 주입하여 공학적 또는 인공적으로 투수성 단열구간을

만드는 방법

암체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광물이나 이물질 을 용해 제거해낼 수 있는 화학물( )異物質②

질이나 산성 용액을 기존의 저 투수성 단열로 침투시켜 단열의 틈을 확대시키는 방법

인공 발파를 통해 시추공주변 암체의 단열 틈을 증대시키는 방법③

인공수압파쇄법은 과거 수십년간 산출량이 저조한 유정 가스정과 심지어 심정 암반 관, (

정 에서 산출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사용되어온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EGS

에 적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도 생산성이 저조한 암반관정의 생산성을 증대.

시키기 위해 이 방법에 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한정상외( , 2003).

지표면에서 관측되는 세계 평균 지열유량은 정도 이지만 대규모 마그마가 관입59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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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곳이나 기타 방사능 광물들이 지속적으로 붕괴되어 열이 발생되는 구간에서의 열유량은

이보다 훨씬 크다 대륙에서 측정되는 지열유량 가눈데 약 는 상부 지각내에 함유된. 40%

우라늄(U238, U235 토륨), (Th232 과 칼륨) (K40 과 같은 방사능원소들의 붕괴에 의해 생성된 열)

에 기인하며 잔여 약 는 지구생성 당시 하부지각과 맨틀상부에 축적된 원시 에너지에, 60%

기인한다 대체적으로 국지적 또는 광역적인 지구조대들은 비교적 높은 열유량을 보이며 지.

열수의 위치 심도 온도와 지열수의 화학적 특성을 지배한다 예를 들면 열유량이 평균 열, , .

유량보다 높은 곳은 지판의 경계면이나 지질시기를 보아 백만년 이내에 화산활동이 일어1

났거나 최근에 발생한 화성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역이다 간혹 지판의 경계부에 소재.

한 및 일본이나 최근에 화산활동이 일어났던 미국의Iceland, New zealand Yellowstone

와 같은 제한된 지역에서만 지열 에너지가 발달분포 되었고 이들 이외의 지역에서는park

지열에너지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나.

지열은 우리의 발밑 어느 곳에나 부존되어 있다.

따라서 지열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경제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지열 저류층까지의 접근성이다 이 조건은 유류나 가. .

스저류층에서 화석연료를 채굴할 때 사용해온 전통적인 채굴방법인 깊은 심도의 시추작업을

통해 이룰 수 있다두 번째 조건은 열수를 다량 생산할 수 있는 지열저류층 고온암체 이 발달( )

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한 열수 시스템의 경우에는 다량의 고온 자연열수가 투수성이 양호한.

대수층내에 저유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열수시스템내로 충분한 량의 함량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량의 열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하로 물을 추가적으로 주입해야 한다.

지열저류층에서 열에너지는 다공질 단열 파쇄 암내에서 열순환이나 암체자체의 열전도와( )

서로 연계된 이동기작에 의해 추출 이용할 수 있다 지열 추출방식은 유류 가스 및 석탄을. ,

위시한 광산업에서 지하자원을 추출 이용하는 방법과 대동소이하다 즉 지열추출방식은 기.

존의 유정이나 가스정에서 화석연료 추출시 사용하는 방식 장비 및 기법과 거의 동일한 방,

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지열추출에 적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열개발 프로잭트는 고온 상태하에서 장심도의 시추와 여러 가지 검층을 실시해야 하고 다

량의 지열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 지하자원 개발과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열전도 기작.

에 의해 지열을 포장하고 있는 저투수성 퇴적암이나 높은 압력의 상재하중을 받고 있는 마,

그마부근이나 투수성이 불량한 수문지열계들과 같이 고온의 자연열수를 포장하지 않은 암,

체들도 충분히 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유전개발시 유정에서 오일과 동시 생산되는 공EGS .

동열수를 포함하고 있는 저류층도 대상이 된다EGS .

공학적인 지열저장시스템 의 계념도Fig. 2. (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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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과 풍력은 원천적으로 간헐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이다 이들 시설들.

은 적절한 개발부지와 보급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서는 하루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다 이에 비해-24 .

는 가시적으로는 환경영향이 거의 없고 연속적으로 기초부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EGS

재생에너지원이다.

공학적인 지열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이며 저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중요한 기초부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태양열 나(CSP PV)

이나 풍력 및 수력과 같은 타 재생에너지의 기초부하공급을 보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는 상당부분의 기초부하 전력을 제공하는 시설이므로 화석연료를 이용하는EGS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의 노후화에 따른 폐쇄는 물론 현재와 같은 유가의 불안정한

변동과 공급불안을 해소하고 완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시장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기술 분야에서 민간부분의 관EGS

심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분위기로 보아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나 보증.

없이는 민간 기업이 개발에 선뜻 자금을 투자 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열EGS .

발전을 위해 의 현장작업과 분야에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적절한EGS R/D 100% .

개발지가 확정되면 민간 기업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EGS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의 개발 순서2.3 EGS

은 다음과 같은 단계에 걸쳐 개발한다EGS 3 .

단계1 는 입지선정 조사단계로서 여러 개의 대상 후보지에 대한 부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최적지를 선정하고 시추조사와 공내검층 등을 거쳐 탐사정을 설치한 후 지온구배 고온암체,

의 수리지질학적인 특성 등을 규명한다.

단계2 는 인공저류층을 조성하는 단계로서 최적지에 주입정과 생산정을 목표심도까지 설치

한 후 수리자극법을 실시하여 인공파쇄대의 연결성과 연장성을 확인 검증한다 지열수의 지.

속가능한 주입율과 최적 주입압 적정채수가능량 인공지열저류층의 분포와 규모지열수의, , ,

입출구 온도 및 지열수의 부존량 등을 규명한다.

단계3 는 주입 생산정과 발전소사이의 배관을 위시한 순환회로를 설치하고 이를 검증하며,

기타 운영설비 발전기 터빈 등 을 설치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발전 가능량 발전단가 및( , ) ,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다 대체적으로 의 지열발전에 필요한 지열순화수의 유량은. 1 Table㎿

과 같다1 .

Table 1. Required flow rate of geofluid to generate 1 of electricity㎿

Geofluid temp( )℃ Outdoor temp( )℃
Required flow rate

/min㎏ Ton/day

200 15 1.7-2.3 2,400-3,300

100 15 4.9-5.7 7,000-8,200

증발냉각 make up 15 0.17-0.283 240-400

의 지열발전소는 의 지열발전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지열저류층에 인공California Coso 260㎿

수압파쇄를 실시하여 약 의 추가전력을 확보한 바 있다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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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시한 평가 결과2.4 MIT EGS

년도에 가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2007 MIT The Future Geothermal Energy(MIT,2007)

북쪽 지점에 소재한 지역의 의 경우 지열수의 수온은Los Angeles 160 Coso EGS Project ,㎞

정도이고 지열수 산출량은 분 정도이며 개 지열정당 발전량은200 80 /s(4,800 / ) , 1 5℃ ㎏ ㎏ ㎿

이기 때문에 지열수 분 당 약 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1 / 1 .㎏ ㎾

미국 서부지역에서 추후 년내에 중 저온의 에 기법과 차열교환방식의 지열발50 HDR EGS 2∼

전기술을 적용하여 약 의 지열발전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미국이 필100,000㎿

요로하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까지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10% .

의 수명은 대체적으로 채수되는 지열수의 수온이 정도 하강하는 시점으로 추정EGS 10℃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지역에서 의 평균수명은 년정도이나 년 이후에는 해. Coso EGS 6 6

당 주입 채수정을 재착정하거나 인공 수압파쇄법을 실시하여 이를 재생시켜 그 수명을 대폭/

연장 시킬수 있다고 한다.

상기 평가결과는 주입 채수정 사이의 수리적인 연결성과 지열저류층에서 지열수의 산출성/

과 수명 등과 같은 운영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추가해서 아직까지 확실EGS

히 알려지지 않은 주입순환수의 유량과 장기적으로 를 운영했을 경우에 지열저류층에EGS

서 지열의 온도 강하량 등을 제시하였다(thermal drawdown) .

평가 결과 확인된 의 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EGS .

는 지열수 산출량과 발전량을 증대시킬 수 있고EGS①

지열저장소의 수명을 연장 시킬 수 있으며②

지열자원의 개발범위를 인공적으로 확장조절 가능하다 그 외에.③

는 부지 규모에 관계없이 유연성 있게 설치 가능하며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이용EGS ,④

환경적인 이득 할 수 있는 발전시스템이다( ) .

기존의 지열발전소들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열발전소들은 농경지 수림이,⑤

울창한 휴양지 황량한 사막지 열대 우림지 및 산악지대 등과 같이 위치와 지역에 제한,

을 받지 않고 어느 곳에나 건설이 가능하다.

국내 와 지열발전 유망지역2.5 EGS

국내에서 열유량이 비교적 높은 지역은 강원도 강릉일대의 동해안지역과 포항분지 양산/ ,

단층일대를 중심으로한 경상북도의 동해안지역일대 연백 온천의 연장선상에 소재한 강화도,

북서부와 석모도를 위시한 지역의 화강암 분포지역과 제주도 서부지역일대이다.

은 한국 지질자원연구소가 국내에서 가용한 제한된 심부지열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예Fig.3

측한 지표하 심도별 열유랑을 나타낸 그림이다1,000 5000m .∼

따라서 이들 지역일대에 최소 심도의 시험용 주입정과 생산정들을 설치하여4,000 5,000m∼

해당구간의 수문지열특성을 규명하고 수리자극을 실시하여 지열 저류층으로서의 역할가능성

을 규명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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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p showing estimated heat flux at the depth of 1,000m, 2000m, 3000m,

4000m and 5,000m below ground surface in Korea(KIGAM, 2007)

지열발전 방식과 설계3.

지열에너지 이용은 열수를 건물이나 그린하우스의 냉난방용이나 양식장으로 사용하는1)

직접이용 방법 현재 국내의 재생에너지 사업가운데 가장 활발히 수행되고 있(direct use) , 2)

는 천부지열을 활용한 지열펌프시스템을 통한 건물의 냉난방용 천부지열 에너지 사용방식,

지열을 열원으로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지열 전기발전3) (geothermal electric power

등이 있다generation) .

지표하 이내에 분포된 고온건조암체 내에서 산출되는 저 고온의 지열수를3 10 (HDR)∼ ㎞ ∼

열원으로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지열발전소라 한다 지열발전은 지열수의 수온.

과 발전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지로 분류한다3 .

가 건식 증기 지열발전) (Dry steam power generation) : 생산정 지열정 에서 증기상태( )

로 산출되는 고온의 지열수를 직접 터빈으로 보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서 응축수는 다

시 주입정을 통해 지열저류층으로 재주입하는 폐회로 형식이기 때문에 주변 대기환경에 미

치는 악 영향은 전혀 없다.

에 의 지역에서 건식증기를 이용하여 최초로 지열발전을 시작하여 현1904 Italy Cadarello

재도 가동중이며 북부 의 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지열발전소가 있다Califonia Geyser .

나 증발식 지열발전) (Flash steam power generation) : 생산정에 산출되는 지열수의

수온이 정도되고 고압의 압력을 받고 있을 경우에 생산된 지열수를 상압하에175 300∼ ℃

있는 차 탱크속으로 분산시키면 지열수는 급속히 증기로 바뀐다 이와 같이 생성된 증기를1 .

터빈으로 보내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증발식 지열발전이라 한다.

차 탱크내에 남아있는 지열수는 차 탱크로 보내 분사과정을 거처 다시 증기화시켜 지열1 2

발전을 하며 응축수는 지열저류층으로 주입한다 이 방법은 에서 처음으로 개.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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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되어 이용되었으며 의 에 대표적인 지열발전소가 있다California East Mesa .

다 차 작동유체 열교환식 지열발전) 2 / (Binary cycle power generation): 대다수의 지열

이상대에서 산출되는 지열수의 수온은 이하이다 수온이 정도되는 중 저온180 . 90~175 -℃ ℃

의 지열수를 열원으로 이용하여 열교환기에서 비등점이 낮은 와 같은 차 작동유체R134a 2

를 고온의 기체로 변환시켜 분사시킨 후 이를 증기터빈으로 보내 발전기에서(binary fluid)

전기를 생사하는 방식을 차 작동유체를 이용한 열교환식 지열발전이라 한다 이 방식은 전2 .

술한 와 함께 추후 지열발전의 대종을 이룰 것이다 이 방식의 대표적인 지열발전소는EGS .

미국 주의 지역에 소제한 지열발전소이다Neva Soda Lake .

지열발전의 설계3.2

공학적인 지열시스템에서 채수한 지열수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 시키는 시스템

은 지열수의 온도가 차적인 변수이고 압력은 부차적인 요인이다(energy conversion, EC) 1 .

여기서 기술하는 시스템은 전통적인 열수나 유정에서 오일 가스가 동시에 산출되는 공EC ,

동 생산되는 열수 공동열수 를 이용한 지열 발전시스템을(coproduced hydrothermal fluid, )

의미 한다 일반적으로 저류층과 채수시설내의 지열수는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는 고. EGS

온 압축유체이다.

는 지열수의 입구온도에 따라 지열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변환 시스템Table 2

으로서 첫 번째 가지는 공동열수와 같은 비교적 저온의 지열수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고온2

의 에는 적용할 수 없다EGS

Table 2. Energy conversion system of geothermal power plants via inlet-temperature

( )℃ of geofluid

Geofluid

temp.( )℃

Energy

conversion

system

Typical

application
Working fluid

Cooling

system
Remarks

100 Basic binary
오일 가스+

열수
R-134a

water

증발응축기( )

150
Binary

recuperator

오일 가스+

열수
Isobutane air

200
또는Binary

single flash
EGS

또는Isobutane

지열수(geofluid )
water or air

지열수는200℃

와binary flash

250 Double flash EGS 지열수 water

400
또는Single

triple expansion

초임계

EGS
지열수 water

가 중 저온 지열수 미만 또는 유전지대에서 석유가스가 동시에 산출되는) (75 200 ) ,∼ ∼ ℃

저온열수를 이용한 지열발전

미국의 걸프만을 따라 소제하는 개주에서는 유전개발시 석유 가스 및 중 저온 열수7 , ∼

가 동시에 생산되는데 이들 공동열수와 차 열교환식 지열발전으로 발전할 수(75~200 ) 2℃

있는 전력은 정도로 추산된다985 5,300MW .∼

는 지열수의 입출구 온도에 따라 단위유량 당 발전가능한 지열발전량을 나타낸Fig.4 ( /s)㎏

그림이다 상기 내용을 중 저온 지열수에 적용하면 지열수의 입출구온도와 유량에 따른지. ∼

열발전량을 산정할 수 있다 에 의하면 입구온도가 이고 출구온(Dipippo, 2005). Fig.4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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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인 지열수의 유량이 일때 생산할 수 있는 지열발전량은35 20 /s 40KW/ /s ×20℃ ㎏ ㎏ ㎏

이다/s =800KW (∆ 10 ).℃≑

Fig. 4. Specific power output( / /s) for low-medium temperature as a function of㎾ ㎏

inlet(T1) and outlet(T2) temperature shown in degree Celcius( )℃

나 고온 지열수를 이용한 지열발전) EGS (200 250 )∼ ℃

마그마 프룸 부근에 소재하는 심부암체의 지온은 이상에 이른다 이러(Plume) 250 500 .∼ ℃

한 심부암체에 저류층을 공학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때 지표에서 인공저류층으로 주EGS .

입시

킨 주입수의 온도 차적으로 생성된 지열수 는 에서 순수한 물의 임계온도인 까(2 ) 200 374℃ ℃

지 상승할 수 있다 만일 주입수의 온도가 정도일 경우에 에너지 변환시스템은. 200 250∼ ℃

지열수온도가 일 때는 단일 증발식 지열발전소 를 사용하고200 (single flash plant) , 25℃ 0℃

일 경우에는 중 증발식 지열발전소 를 사용한다2 (double flash plant) .

단일 증발식 발전소 는 냉각탑을 이용하나 증발식과 차 지열 발전식(single flash plant) 2

은 모두 공냉식 콘덴서를 사용하기도 하며 생성된 응축수는 를 저류층으로 다시100% ESG

주입한다 만일 지열수에 높은 압력을 가하여 액상으로 유지시키면 이는 열역학적으로. EGS

세계 여러 곳에서 개발이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열수 지열발전의 형식과 같아 진다.

지열정 설치기술과 설치비 및 지열 발전단가4.

초기 지열정 설치 연혁4.1 EGS

년 이전시기의 지열 발전은 의 뉴질랜드 및 등지에서 이1960 Italy Lardavello, , Iceland

루워 졌고 미국은 년에 북 에 소재한 에서 처음으로 증기식 지열발, 1970 California Geyser

전소가 설치되었다 지열정의 경우에 단열암체의 경도 지층의 연마성 다량의 순환. Geyser , ,

수 누수현상 과 고온상태에서 시추를 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토대로 하여(lost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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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오일 가스정 시추기술을 적용하였다 에서 설치했던 초기지열정들은 장심도/ . Geyser

의 고온우물 이나 천부 오일 가스정을 굴착할 때 사용하는 단순한(deep, hot, water well) /

시추기술들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에 소재한 지열발. Calfonia Imperial Valley Coso

전소와 북 의 의 지열이상대에서는 열수환경에서 지열정 시추방식을Nevada Dixie Valley

사용하였다 이들 가운데 지열정은 퇴적암 저류층으로 구성된 유전지대에서. Imperial Valley

오일이나 가스를 개발하기 위해 설치하는 유정 시추 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시추를 했으며

단층활동에 의해 침하된 지역의 경계부에서 지열수를 개발하였다San Andreas .

에서 약 떨어진 에 소재한 저류층에 실치한El Centro 4 Imperial Valley Salton Sea㎞

호 지열정은 미국내에서 가장 생산성이 양호하며 현재도 지열수를 생산하고Vonderahe-1

있는 고산출 지열정으로서 현재 약 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형태의 지300 .㎿

열저류층이 북 멕시코의 까지 연장되어 발달되어 있는데 이로 부터 의Cierro Prieto 720㎿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 국내에서의 지열발전과 병행하여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지열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해외프로젝트는. Unocal Geothermal, Phillips

현재는 으로 합병 과 같은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Petreleum( Conoco Phillip ), Chevron .

지열정 설치비4.2

과거의 지열정과 오일 가스정 설치비의 경향4.2.1 /

지열 프로젝트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탐사정 생산정 및 주입정과 같은,

지열정의 시추비용이다 고온양질의 지열수가 부존된 지열저류층에서 지열정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지열 프로젝트 비용의 약 정도이며 저급의 지열수를 부존하고 있30%

는 지열저류층에서 지열정시추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투자비의 를 상회한다60% .

를 이용하여 지열에너지를 개발할 때의 경제적인 전망은 신뢰성이 있는 지열정 시추EGS

비와 설치비에 따라 좌우된다 지열정의 굴착심도 구경 및 방향성시추. , (directional drilling,

일종의 경사시추 와 같은 우물 설계요인들이 각각 다를 경우를 가상해서 기존의 비용산정)

모델인 모델 을 이용하여 심도의 지열정을Well Cost Lite (Bloomfield etal,2005) 10,000m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하였다 이 모델은 지질조건과 굴착경 케이싱 설계 및 굴. ,

착심도에 따른 오일 가스정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사용된 모델이다 이때 기존의 지열정/ .

이나 고심도의 유정 가스정의 시추비자료가 가용하면 이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러/ .

나 최근에 미국에서 시굴되고 있는 지열정의 수는 연간 개 미만이고 그 심도 또한100

를 상회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심부의 비용 산정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2,750m EGS

리가 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년간 수천개의 오일 가스정이 시굴되고 있으며 이에. /

따른 시추비자료들은 상당히 많다 또한 오일 가스정의 시추과정은 지열(API 1976-2004). /

정의 시추과정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오일 가스 산업에서 시추비 변동경향을 지열정산업/

에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추가하여 오일 가스정과 지열정 사이의 유사성은 지난. /

년부터 현재까지 지열정 설치비용에 따른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30 .

오일 가스정 시추비 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오/ (1971~2004) JAS

일 가스정의 평균 시추비는 시추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육상/ .

오일 가스정의 설치비를 형태 위치 시굴된 심도구간으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는/ , , Table 3

과 같다 은 개 오일 가스정당 평균 설치비를 나타낸 표이고 는 이를 도시한. Table 3 1 / Fig. 5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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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verage costs of oil/gas on shore wells in the United States in 2004

(JSA data for listed depth interval)

Drilling interval

(m)

Average depth

(m)

Average cost

(2004, 106US$)

Unit price

(US $/m)

380-761 549 0.304 553

762-1,142 965 0.364 377

1,143-1,524 1,331 0.416 313

1,525-2,286 1,913 0.868 453

2,287-3,048 2,636 1.975 749

3,049-3,810 3,375 3.412 1,010

3,811-4,572 4,103 5.527 1,347

4,572-5,335 4,842 7.570 1,563

5,336-6,100 5,629 9.414 1,672

심도가 미만인 지열정과 초과하는 지열정의 설치비는 에는 표기하0 380m 6,100m Fig. 5∼

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심도가 미만인 지열정은 심도가 얕기 때문에 일종의 깊은 우물. 380m

심정 에 속하고 를 초과하는 지열정은 실제로 별로 굴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 6,100m .

에 의하면 지열정의 설치비와 지열정의 심도와의 관계는 선형적이기 보다는 다음과Fig. 5

같이 다항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Pwell = C0 + C1Z
1 +C2Z

2 +C3Z
3

여기서 Pwell 지열정 설치비: (US $)

Zi 지열정의 시추심도: (m)

Ci 변수:

Fig. 5. Completed geothermal and oil & gas well costs as fuction of drilling

depth in year 2004 (US$. including estimated cost from Well Cost Lite model)



- 15 -

심도가 정도되는 오일 가스정의 설치비는 다음 식과 같이 시추심도의 지수함380 6,100m /∼

수로 표현할 수 있다.

Pwell =ae
(bz)

양변에 대수를 취하면

log Pwell = log a +bz

상기 식에서 log Pwell 과 오일 가스정의 심도 와의 관계는 선형이다/ (z) .

과 지열정 설치비4.2.2 Well Cost Lite Model

지열정의 설치비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나 현재의 실적치를

바탕으로 시추비 산정식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세한 지열정 시추비 실적자.

료들은 현실적으로 충분치 못하다 이와 같이 충분치 않은 확률적인 시추 정보만으로는 지.

열정에서 사용하는 각종 케이싱의 등급 중량 구경과 지열수 산출구간에서 사용할 의 구, , bit

경 해당 개 별 지층별 굴착 가능 심도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 1 bit .

와 공동연구자들은 지열정 시추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반영B,J Livesay

하여 지열정 설치비를 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하였는데 이 모델이 Well

이다 공학적 지열시스템의 지열정과 고온암체에 설치할 지열정의 시추비와 기Cost Model .

타 부대작업비등이 포함된 지열정 설치비 단 지열정의 수압파쇄촉진비는 제외 를 동일한 지( )

질조건하에서 동일 심도와 동일한 굴착 구경을 갖는 일반 지열정의 설치비와 모의 비교 하

였다 지열정의 규도는 규모임. ( 1,500 10,000m )∼

지열정 설치지점의 지질은 의 온도를 유지하는 매우 견고하고 연마성인 강한 화강200℃

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상부는 두께가 정도 되는 비고결 하성 퇴적암으로 피복, 1,000m

되어 있다 지열정에서 지열수가 산출되는 최종구간 은 지열정의 심도. (completion interval)

가 일 때 지열정의 심도가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까지이다1,500m 250m, 5,000m 1,000m .

케이싱에 미치는 압력은 지열정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정수압 상태하에 있

으며 모든 지열정의 심도에 따른 기본비용 산정시 지열수 산출구간 완성구간 의 최종 굴착( )

경은 로 가정하였다 지열정의 산출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최적화 작업은 실시10-5/8 inch .

하지 않았으며 굴착시 야기되는 제반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고 의 잡비를 반영하였다10% .

용 지열정 설치비는 주로 주입정과 생산정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양수용 펌EGS .

프시설이나 기타 인공적인 채수시설들은 생산정의 상위구간에 설치해야 하므로 지열수가,

산출되는 구간에는 일종의 유공관 설치구간이다liner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 설치심도는 최대 이며 수중모터 펌프는shaft drive pump 600m ,

이보다 깊은 심도까지 설치하여 지열수를 양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지열수 최종.

산출구간에 를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구간의 굴착구경은 커저야 한다 심도가liner liner .

를 초과하는 지열정은 소요 압축력과 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중량과 등급4,000m EGS

을 가진 케이싱을 사용한다.

지열정은 다량의 지하주입과 다량의 지열수 채수가 가능하도록 일반적으로 굴착구경EGS

이 큰 심정인데 반해 오일 가스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여서 지열정 설/

치비를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된다 지열정에 사용하는 케이싱 스트링 의 연결부위. EGS (string)

는 지열수의 화학적 특성이나 특정 부식현상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물질에 따라 용접하거나

접합을 한다 시추장비 선정은 시추탑 의 크기나 시추장비의 마력수에 따라coupling . (mast)

굴착 심도별로 알맞은 적정규격을 선택한다.

일 시추장비 운전비는 년 분기의 시추장비 임대료를 바탕하여 산정하였고 필요한1 20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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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모든 지열정 시추장비 일식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장비의 이동 조립 및 분해비용,

를 반영하였다 기본설치비 산정시 적용한 굴진율 은 지열수를. (rate of penetration, ROP)

산출하는 케이싱 설치심도 상부 부위까지는 중 경암의 퇴적암 굴착시의 로 가정했으며- ROP

실제 지열수가 산출되는 화강암구간에서의 는 화강암의 경도에 따른 예견되는 감소ROP

현상을 고려하였다 심도가 각각 및 되는 지열정 설치비를. 1,500, 2,500m 3,000m Well

을 이용하여 산정한 후 실제적으로 동일 심도로 시추한 지열정의 설치비와Cost Lite Model

비교하였다 및 심도의 깊은 지열정의 설치비는 오일 가스정. 4,000m, 5,000m 6,000m JAS /

의 와 비교하였으며 와 심도의 지열정에서 나공구간의 길이는data base 7,500m 10,000m

각각 와 로 한정하였다 모든 지열정 설치시 시추 목표지점까지 도달 할 수2,100m 2,600m .

있도록 방향성 시추 를 최소 회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directional drilling) 1 (Table

에서 지열수 산출구간은 결정질 화강암 분포구간으로서 상향방향으로 인공적으로4). EGS

수압파쇄시킨 구간이 저온층으로 학장되지 않도록 지열정을 충분히 깊이 설치하여 필요한

지온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고심도 지열정에서 지열수 산출구간은 약 로 가정하였다. 1,000m .

는 심도가 에서 에 이르는 지열정의 설치비와 케이싱Table 4 1,500m 10,000m EGS string

의 수 단수 이며 지열정을 설치심도에 따라 종의 지열정으로 분류하였다( ) 3 EGS .

Table 4. EGS well drilling cost estimated from Well Cost Lite model(2004,US$)

Shallow Mid Range Deep

Depth(m)
No. of

casing

cost

(106 $)
Depth(m)

No. of

casing

Cost

(106$)

Depth

(m)

No. of

casing

Cost

(106$)

1,500 4 2.3 4,000 4 5.2 6,000 5 9.7

2,500 4 3.4 5,000 4 7.0 6,000 6 12.3

3,000 4 4.0 5,000 5 8.3 7,500 6 14.4

10,000 6 20.0

지열정 심도가 규모이고 단 케이싱형 으로 설치된 천부1,500 3,000m 4 - (casing type)∼

지열정의 설치비는 미국 서부지역의 것을을 이용하였다 심도의 단 케이싱형EGS . 3,000m 4 -

지열정 개 공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만 정도이다 심도가EGS 1 400 US$ . 4,000∼

되는 중규모의 지열정의 설치비는 천부 지열정에서 적용했던 동일한 지열5,000m EGS EGS

정설계와 시추방법을 외삽하여 산정하였다

심도의 지열정은 단 형 지표케이싱 중간 지열 및 생산구간에 유공5,000m 4 -casing ( , liner,

관을 동시에 설치한 생산용 케이싱 과 단 형 지표케이싱 중간 중간) 5 -casing ( , liner-1,

지열 및 생산구간에 유공관을 동시에 설치한 생산용 케이싱 과 같은 가지liner-2, ) 2 casing

을 사용할 경우에 지열정의 설치비이다생산구간에 동일한 크기의 구경을 설치하더라string

도 생산정 상단부에 설치하는 모든 케이싱 라이너의 직경은 현저히 커진다 심도, . 5,000m

되는 지열정을 단 케이싱형과 단 케이싱형으로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시추비용은 각EGS 4 - 5 -

각 만 에서 만 규모이다700 US$ 830 US$ .

심도가 되는 지열정은 구경이 큰 케이싱을 사용하거나 케이싱 길이를 잛게6,000m EGS

사용하기 위해 단 형을 사용한다 설치할 을 단 형에서 단5 6 casing . casing string 5 -casing 6∼

형으로 바꾸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케이싱과 씨멘팅 비용 및 기타 굴착 선-casing

단구간에서 실시하는 제반작업 때문에 설치비는 증가한다 심도의 지열정 개를. 6,000m EGS 1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지열정당 약 만 인데 반해 의 오일 가스정의 평1,230 US$ JAS /

균 설치비는 만 정도이다1,800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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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정 우물자재의 단수에 따른 시추 및 케이싱 구경과 지열정 설치비4.3 EGS /

심도의 지열정은 해당 지역의 지질분포 조건에 따라 과 와 같이5000m Fig 6 Table 5

심도별로 텔레스코핑형의 단 단 케이싱을 사용한다4 5 .∼

지열정의 추정 굴착심도별 케이싱단수 굴착구경 과 케이싱 구경Table 5. EGS ,

케이싱 단수

및 명칭

추정설치

심도(m)

단케이싱4 (inch) 단케이싱5 (inch)
비고

시추경 케이싱경 시추경 케이싱경

Surface casing 380 26 22 36 30

단2 casing 1,520 20 16 26 22 단 용접2-3

단3 casing 3,048 - 20 16

Inner casing 4,000 14-3/4 11-3/4 14-3/4 11-3/4

스크린 line 5,000 10-5/8 8-5/8 10-5/8 8-5/8

개 지열정내에 설치하는 케이싱의 종류 단수 가 많아 질수록 시추비도 증가한다 이는 추1 ( ) .

가적으로 설치하는 케이싱 자체비용은 물론 규격이 제한되어 있어 지열정 굴착구경을 임, bit

의로 조정할 수 없는 제한성 때문이다 즉 심도의 지열정의 경우 지열수 산출. 10,000m EGS

구간의 최종 굴착경이 가 되기 위해서는 최상단 표면 케이싱 의 경9-5/8“ (surface casing)

은 최소 는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구경이 큰 케이싱을 처리하려면 보다 대형이고42 inch .

사용료가 비싼 시추장비와 관련 펌프 고압 공기압축기 및 우물두부장치를 사용해야tool, ,

하기 때문이다.

Fig. 6. 4 and 5 interval 5,000m casing of geothermal well of 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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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정내에 설치한 의 단수 종류 와 지열정 시추비사이의 관계는 과casing string ( ) Fig. 6

같다 심도의 지열정에서 케이싱 스트링의 단수가 단에서 단으로 증가하면. 5000m EGS 4 5

전체 시추공사비는 약 증가하고 심도의 지열정에서 케이싱 스트링의 단수가18.5% 6,000m 5

단에서 단으로 증가되면 전체 시추비용은 약 증가한다 케이싱 단수가 증가하면 시추6 24% .

심도에 따라 시추비가 증가하는 비율로 전체 굴착공사비도 증가한다

은 미국에 소재한 여러 개의 부지에 설치할 지열정의 설치비를Table 6 EGS EGS Well

을 이용하여 산정한 내용이다Cost Lite model

Table 6. Drilling cost of representative EGS geothermal wells in United Sates.

내용

동부 에서Texas

북서LA/

동부 유역Texas

북동Montana

/Poplar dome

북동Idaho

에서 북Uutah

/Ore Ida

북California

/Clear lake

남동-Oreqon

지역/Sisters

New

Hampshire/

Conway

화강암

시추비(US $) 7,665,032 3,166,027 6,993,136
10,670,125

/13,305,073
7,243,690 15,570,743

시추소요기간

일( )
69 37 81 115/26 87 154

의 온도HDR

( )℃
200 135 265 415 225 200

암종
사암에서 견고한

암석

석회암사암, ,

셰일

의1500m

현무암

화강감 유문암, ,

열수변성퇴적암

화강암응회암, ,

안산암,

안산암 현무암/

화강암

의Bit

굴진속도.

적용기준ROP

고온구간 에서는

퇴적층과 변질

퇴적층의 적용ROP

변성퇴적암

적용ROP

결정질암:1500

m

변성퇴적암-

결정질암 ROP

1524~2744m:

변성퇴적암과

화강암 적용ROP

변성된퇴적암

과 결정질

암의 적용ROP

결정질암에서

적용ROP

케이싱슈

설치심도(m)
4,070 1,890 4,299 4,817 4,000 5,610

시추심도

(m)
5,000 2,195 5,000 6,006 5,000 7,012

나공구간

(m)
930 305 701 1189 1000 1,402

시추단가

($/m)
1,533 1,442 1,399 2,215 1449 2,220

비고
단6 :13,305,073

단5 :10,670,125

지열발전과 타 재생 에너지의 발전단가4.4

분포지역에 대한 광역 및 세부조사비 지열정 설치비 수리자극비 인공수압 파쇄비HDR , , ( ),

각종 배관비 지열자원의 가용성 분석비와 설계비 및 시운전비 등 지열발전소의 제반 건설, -

비를 포함한 초기투자비는 지열발전 시설규모가 이상인 경우에는 지열발1 h 2,500$/ h,㎿ ㎾

전 시설규모가 이하인 소규모 인 경우에는 약 이다1 h 3,000 5,000$/ h .㎿ ∼ ㎾

관리비는 운영보수비를 합하여 당 규모이고 지열발전 가동시간은 통상1 0.05 0.08$/㎾ ∼ ㎾

이상이다90% .

은 호주에서 을 이용하여 의 지열발전을 하는 경우에 당 지열 발전단가와Fig.7 EGS 1 1 h㎿ ㎿

기타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를 비교한 그림이다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Fig.7

을 이용한 지열발전단가는 당 정도이나 풍력 태양광 을 이용한HDR 1MW 45 50A$ , , Bio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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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발전단가는 정도이고 원자력 발전은 가스발전은1MW 53 120A$ 40 66A$/ , 52∼ ∼ ㎿ ∼

정도이다 참고로 말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당 발전단가는 가92/A$/ . 2007 MW LNG㎿

약 원 석유가 약 원 유연탄이 약 원 그리고 원자력이 약 원이다128,000 , 117,000 , 4,000 39,00 .

을 이용하여 의 지열발전을 할때 당 지열 발전단가와 기타 화석연료Fig. 7. EGS 1 h 1 h㎿ ㎿

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 비교표 호주 호주( ,2008, $)

은 우리나라의 년 사이의 신재생에너지의 원벌 설치단가를 비교한Table 7 2006 2008 ( )∼ ㎾

표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를 이용한 지열발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준. EGS

용하였다 지금 를 이용한 지열발전단가가 당 원 정도이므. EGS 1KW 2,500,000 5,000,000∼

로 이를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당 발전단가에 비교해보면 국내에서는 천부지열과 지열펌프㎾

를 이용한 천부 지열이용 설비가 원 으로 가장 저렴하며 그 다음이 를 이1,140,000 / EGS㎾

용한 지열발전 발전설비임을 알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원별 설치단가 비교 천원Table 7. ( )

구 분 년2006 년2007 년2008

태양광발전설비

고정식 9,800/㎾ 9,550/㎾ 9,300/ (8.5)㎾

추적식 12,000/㎾ 11,690/㎾ 10,960/ (10.0)㎾

BIPV 14,000/㎾ 13,270/ (12.0)㎾

태양열 이용설비

평판형 740/㎡ 720/㎡ 6,003/ (900/ ) (5.5)㎾ ㎡

단일진공관형 1,140/㎡ 1,120/㎡ 6,937/ (1,040/ )(6.3)㎾ ㎡

이중진공관형 860/㎡ 840/㎡ 6,670/ (1,000/ )(6.1)㎾ ㎡

풍력발전설비 4,900/㎾ 4,540/㎾ 4,700/ (4.3)㎾

소수력 발전설비 3,600/㎾ 3,420/㎾

지열 이용설비
수직밀폐형 4,400/㎾ 4,100/RT 1,140/ (3,390/RT)(1.1)㎾

개방형 형(SCW ) 3,730/RT 1,101/ (3,535/RT)(1.0)㎾

집광채광이용설비 31,550/ (4,730/ )(28.6)㎾ ㎡

지열발전 소규모 미만1㎿ 2,500~5,000/ (2.3~4.5)㎾

개방형 천부지열에너지 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로 보았을 경우의 비( ) 1 K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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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7. EGS

의 활성화와 운영을 통해 취득한 열에너지 개발 가능성과 그 동안에 수행된 국제적EGS

인 주요 관련 분야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와 관련된 실제 현장규모 연구EGS R/D . EGS

는 년대에 에 소재한 에서 소속의1970 New Mexico Fenton Hill Los Alamos National Lab.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 초기에는 이 프로그램을 라고 했으나 후에. HDR Project

강화된 또는 공학적인 지열시스템 으로(Enhanced/Engineered Geothermal System, EGS)

바뀌었으며 최근에는 상업적인 열수시스템 열수구역의 비생산적인 경계구역에 속하는 열수,

자원과 미국전역에서 중 저규모의 지온구배 지역내에 존재하는 지열자원의 질과 등급의 연-

속체를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로 바뀌고 있다.

적절한 투수성과 충분한 지열수가 산출되는 않는 지열 저류층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지열

정 시추기술과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는 년에 미국의 에서 처EGS 1970 Fenton Hill

음으로 시도했던 의 프로젝트와 같은 공학적인 지열시스템을 들수 있다Los-Alamos HDR .

와 관련된 지열정 설치는 년대에 영국의 에서 실시된 바 있고EGS 1980 Rosemanowes ,

년대에는 일본의 와 에서도 실시된 바 있다 일본은1990 Hijiori Ogachi (Kruger et al, 2005).

현재 지열 발전분야를 차 지열발전 지열발전 및 마이크로 지열발전으로 구분하여 연2 , HDR

구개발을 하고 있고 년말경에 발전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의 관한2020 EGS . EGS

연구와 개발은 프랑스의 와 호주의 유역 등을 위시하여 유럽연합 프로젝Soultz Cooper EGS

트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호주는 년대에 유역. 1980 Cooper (Wayborn et al,

에서 지열발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후2005) EGS Muswellbrook HDR, Woronora HDR

등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을 이용한 지열발전은 최근 화산지대인 의Project . EGS Nevada

나 에서 수행되고 있어 이들 지역으로 부터 취득한 경험들은 지열정Desert Peak Coso EGS

설치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은 년이후 부터 전세계적으로 이미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연구내용을Table 8 1974 EGS

연도별로 요약한 표이다,

기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세계 주요 프로젝트의 연혁Table 8. EGS

연도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

프랑스1.
Lemyet Le Mayet 300m Le Mayet 800 계속

Soultz Soultz 100m Soultz 3000m Soultz 5000m 계속

독일2.

Falkenberg Falkenberg 300m

urach
U r a c h

3500m
Urach 4500m

영국3.
rosemano

wes

Rosemanowes

300m 2100m 2700m

스웨덴4. Fjallbacka

미국5.

Fentonhill
Fenton hill

phase 1 3000m

Fenton hill

phase 4000~5000mⅡ

Coso EGS
C o s o

EGS
계속

Desert

Peak

D e s e r t

Peak
게속

호주6.

유Cooper

역

Coope r

4300m

Hunter

valley
Hunter valley 3500m

일본7.

Ogachi
Ogachi

시험정

ogachi 1000m

OGC-1, OGC-2
현장시험 Ogachi OGC-1300m

Hijori Hijori 2000m

추Hijori

가 굴 착

까2300m

지

현장시험
장시순

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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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에 계념에 대한 기술적인 타당성이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으나1980 HDR Fenton Hill

이 프로젝트가 끝날 시점까지 를 상업화하는데 저해요인 남아있었던 가지 요인을 약EGS 3

술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인 지열수의 생산성 우물두부에서 지열수의 온도는 이상지열정당 지열수( 150 ,① ℃

산출량 규모 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즉 지열수산출성이 양호한 단열(50~150 /s )㎏

계와 내구성을 가진 충분한 크기의 지열저류층의 발달여부에 관한 증명

지열수 채수시 저압에서 충분한 지열수 산출율을 유지②

경암에서 심부지열정 시추 이상 시 소요되는 비교적 고가의 시추비(3000m )③

특히 저급 저 지온구배지역에서 자원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EGS

은 시추비이다 초기에 팀과 관련기술자들은 최소응력이 수평 방향인 균질 등. Los Alamos ,

방매체로 이루어진 암체에서 동전모양 의 이상적인 수직 단열체를 인공적으(penny shaped)

로 조성하기 위해 유정 개발시 사용하는 유정 자극법 일종의 인공수압파쇄방법 들을 적용하( )

였다 이와 같은 매체에서 일종의 지열저류층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암체에 고압으로 물.

을 주입하여 에 의한 새로운 단열을 조성하고 열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열교tensile failure

환 단면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다.

초기 현장실험을 시행한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일부 연구자들은 열저류층은 수리적으로EGS

활성화된 절리와 단열의 차원 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3 .

주입정과 생산정사이의 연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 두개의 인공적으로 조-

성된 파쇄단열보다는 기존의 자연단열이다.

년대 초에 여러 개의 부지에서 시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신규로 실시하는 인공1980 EGS

수압파쇄보다는 국지적인 응력장의 주 방향으로 발달 배열된 기존에 존재해 있던 자연절리

의 절단파괴가 보다 중요한 기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절리는 자연상태에서 부분적.

이거나 또는 완전히 이물질 로 충진되어 있어 고압으로 물을 주입시키면 절리면을( )異物質

따라 수직 응력이 감소되어 전단파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전단응력의 크기는 국지적으로.

만 영향을 미치며 장력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발생하는 마찰 미끄러짐 현상으로 수리적인 파

쇄대가 수리적인 파쇄대가 생기기 전에 전단력이 발생한다 단열에 전단파괴가 발생하면 거.

친 절리면을 따라 틈세충진재 을 삽입시켜 절리 틈세를 확대시키고 주입수( popping agent)

가 원할히 유동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절리면에 작용하는 전단력이 지열저류층의 성장에 주요한 기작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 국제적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취득한 결과들 가운EGS

데 가장 주요한 내용이다 이는 인공수압파쇄 결과에 따라 지열저류층의 구조가 어떻게. EGS

진척 확대되어 나가는지를 연구하고 해석는데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이는 인공수압파쇄기법.

을 적용해온 유정들의 저류층 개발기법과 이방성 응력을 갖인 절리형 암체에서 단열을 조성

하는 특성과 관련된 신 기술과의 차이점이다.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암체 응력이 비교적 소규모 상태인 대륙붕 구성암체에 이르기까지( )

들의 단열들은 부분적으로 이물질에 의해 약간씩 충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 단열망들은

비교적 용이하게 수리자극을 시킬 수 있었고 전단파괴를 유도할 수 있는 입계압보다 약간

높은 양수압력을 사용하면 이들 절리들을 개구 시킬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열정사이 주입정과 생산정사이 의 수리적인 연결은 예측키 어려운 여러 개의 유동경로를( )

따라 발생하며 지열정자체만 하드라도 개 지열공내에서 심도별로 여러 개의 지열수유동1

입출구가 존재한다이와 같이 하나의 에너지 발전기술로서 개발에 관련된 이전까지의. EGS

연구들로부터 얻은 결론은

지열에너지를 교환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고온을 유지하고 있으면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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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자연단열들이 먼거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암체들은 세계 어느곳에서 위치나②

심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지열저류층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EGS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가 잘된 암체에서도 암체의 역학적 특성과 자연상태의 응력분포

와 같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전단파괴에 의한 수리자극의.

선행조건으로 암체내에 이방성 응력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오일 가스층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반 인공수압파쇄법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지열저장소의 구조에 대한.

또 다른 면은 지열수의 유통통로나 방벽역할을 하는 기존의 단층이나 단열들에 대한 작도

와 같은 시추공내에서 운영상의 문제나 시스템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mapping) EGS .

현재까지 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제한성으로 인해 지열저류층으로 주입한 주입수의 장EGS

기적인 영향 암체내에서 화학적및 열적평형과는 다른 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실( ) .

제로 암체의 투수성을 저해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는 광물질의 침전과 용해현상이 시스템내

의 다른 지점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만일 고투수성 단열이 지열정인근에 발달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는 암체의 타구간으로 방

향성 경사시추를 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할 수도 있는 순환수의 단기순환을 효율적으로 조정

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순환수에 압력을 가하면 순환수의 누수량 증가와 생산성이 낮은 저.

류층의 확장을 유도할 수 있다.

근래 프랑스의 와 호주의 유역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들은 를 이용Soultz Cooper EGS EGS

한 지열발전기술의 획기적인 개선과 지열발전의 상업적인 성공에 도달한 바 있지만 일반적

인 기술의 타당성과 관련된 대다수 실험들은 지난 년간 개 이상의 부지에서GES/HDR 30 1

증빙 제시된 내용이다 그러나 현장실험으로 부터 확인된 미비한 점은 수리자극 시킨 구간.

에서 순환수의 유동율이 상업적으로 유효한 유동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지열발전이 기술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열한 갈EGS

채를 받을 수 있는 명연기 는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상술한 수리자극(show stoper) .

법이 현재 에너지가격을 고려할 때 가장 비용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열에너지를 개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여전히 필요한 에너지를 이 방법을 통해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열정을 설치하여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 단열을 가장 비용경EGS

제적으로 수리자극시켜 지열정간의 수리적 연결성을 재고시키는 현장실험과 노력들이 지속

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입된 지열수가 단열망을 따라 순환되고 경제성.

이 있는 온도로 가열되어 이를 각종 에너지의 열원이나 발전용수로 이용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시험을 통해 파악된 지열 발전 산업의 주요 내용과 추후 연구 개발6. EGS

되어야 할 분야

파악된 주요 내용6.1

상업규모의 지열저류층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기술개선 과정은 지난 수년EGS

간 극적으로 발전해 왔다 즉 장심도의 지열정 설치방법 암체의 투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

수리자극법 수리자극을 시킨 구간까지 지열정을 경사시추하는 방향시추방법 및 생산정과 주,

입정이 수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기술 등이다 또한 합리적인 순환율로 알려진 의. 10 30 /s∼ ㎏

순환수를 수개월 년이상 장기간 동안 순환시킬 수 있으며 온도하강이 관측될 경우에는 수1∼

리적인 열적 모델링방법을 사용해서 수리자극시킨 암체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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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난 여년간 전세계적으로 실시한 주요 프로젝트의 생산정에서 생산해낸Fig.8 30 EGS

년도별 발전량을 도시한 그림이다 현재 우리는 인공 파쇄구간 체적 을 파악하기 위한 수. ( )

리자극 과정의 관측과 지열정내에서 단열파악 높은 정밀도로 지열정의 압력과 온도를 관측,

한 지열정자료를 토대로 응력상태를 알아낼 수 있다.

Fig. 8. Evolution of estimated electric power output per production well with from

EGS project

의 기본기술이라 할 수 있는 투수성개선이나 열에너지 개발 및 주입순환에 관한 기EGS

술은 이미 실증되고 있는 기술들이다 이들 방법들은 자연단열이 지열수의 유동과 연결성을.

보장하는 지역과 지하함양이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서도 정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

법들이다 그 예로 필립핀의 와 인도네시아 개부지 미국의. Mahangdong, Mindanao (2 ), Coso,

및 등지에서는 수리자극법을 적용하여 단열체의 투수성을 개Geyser, East Mesa Steanboat

선시킨 바 있다.

특히 지역에서 를 년동안 운영한 결과 지열저류층의 온도가 하강하는East Mesa EGS 10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문제는 주입정의 위치변경 새로운 주입정의 설치 신규 우물에, ,

서 온도 돌출구간 저온 의 차단 고온구간에서 지열수를 채수하기 위한 펌프설치심도의 변( ) ,

경 등으로 온도하강 현상을 중지 내지 감소시킬 수 있었다 미국 지역에서는 지열저. Geyser

류층의 건조로 인한 비응축 가스의 증가 자연함량이 소규모적이거나 발생하지 않아 야기된,

수위강하 수압강하 와 같은 문제들은 인근에 소재하는 시나 에서( ) Canta Rasa Lake County

처리된 폐수를 지하함양 시킴으로서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특히 계곡에서는 자연함양의 부족과 저수지로부터 제한된 주입수 공급량부족으로 인해Dixie

지하수위가 극심하게 하강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을 당시에 생산정에서 생산하고 있던 지열수

를 지하에 재주입 시키거나 주입정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부지내에서 가용한 천부내지 비음

용 지하수를 개발하여 지하로 주입하므로서 해결하였다.

그 간의 현장실험으로부터 취득한 교훈들을 토대로 하여 추후 를 이용하여 지EGS EGS

열발전을 계획하거나 수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점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단열의 규모가 크고 단열내에서 고유량의 순환수가 장기간동안 체재가능 해야 함) .

자연 열수시스템에서 지열수의 수온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개 생산정당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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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순환수의 유량은 대게 분 정도이다30 100 /s(1.8 6 / ) .∼ ㎏ ∼ ㎥

전력 생산이 가능한 온도로 순환수가 가열되기 위해서는 단열의 열교환 면적 단열면 이( )

커야하고 단열내에서 체제시간이 길어야 한다 이때 압력강하는 비교적 크게 발생한다 일. .

반 지질계와 비교해서 성공적인 자연열수 시스템을 조성하려면 결국 기술이 필요하다EGS .

예를 들어 에서 주입시킨 주입수의 지열저류층내 체재시간은 개월 정도였Dixie Valley 3 6∼

으며 적극적인 주입프로그램을 수행했기 때문에 생산정의 수온은 약간 하강하였다 주입정과

생산정사이의 이격거리는 였으며 개지열정은 다소 복잡하게 연결된 최소 개의 단열800m 2 2

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결국 순환수의 이동경로를 길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

다 이에 비해 열수지역에 설치된 주입정과 생산정사이의 이격거리는 였. Steamboat 1,000m

으나 많은 단열이 발달되어 있어 지열저류층의 양호한 투수성 때문에 주입순환수의 지열저( )

류층내 체재시간은 주정도 밖에 되지 않아 매우 심각하게 수온이 하강하였다2 .

지역에 분포된 지열저류층은 단열 사암으로서 저류층내에서 주입수의 체재시간East Mesa

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지역에 설치된 지열정가운데 일부 주입정은 지열장.

의 중심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 일부 주입정은 냉수가 단기간에 유입될(Thermal field)

수 있는 투수성이 양호한 구간이나 단열대내에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상술한 냉각 문제.

가 발생되기 이전까지는 장기간동안 다공질 사암 단열대내에 오래전부터 대규모 열수자원이

부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동안 운영이 가능하였다EGS .

나 수리자극법 을 적극적으로 적용) (Hydraulic stimulation)

기존단열들은 수리자극을 통해 쉽게 전단파괴가 된다1) .

결정질 경암의 수리성은 자연 단열계와 단열계의 응력에 따라 좌우된다 의 초기에. EGS

실험을 계획했던 과학자들은 수리자극을 지배하는 요인이 장력형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장.

력단열을 조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수리자극을 시행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기존의 자연단

열들은 수리자극을 시키거나 전단파괴 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성공적인 수리자극법.

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암체의 응력장의 방향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압축응력을 받.

고 있는 는 거의 수평방향으로 발달된 기존의 개 단열조에 수리자극을 시켜Cooper basin 2

서 대규모 지열저류층과 지열정을 서로 연결시켰다.

기존의 자연단열에 전단력을 가하면 수리적인 틈세가 확대되며 압력을 감소시킨 후에도 이

러한 개선효과는 잔존한다 다행히 경암의 응력장은 이방성이 커서 의 낮은. 20 100 /∼ ㎏ ㎝

과압 에서도 자연절리와 단열들은 전단파괴된다(overpressure) .

순환수는 주로 수리자극에 의해 생성된 인공단열들을 따라 유동한다2) .

개구되어 있거나 수리자극이전에 지열정의 평가기간 동안 순환수의 순환을 허용한 단열들

은 대체적으로 수리자극을 통해 대용량의 지열저류층에서 대규모적으로 연결된 단열들이다.

이는 아마도 개구된 단열들이 현재의 응력상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었거나 이미 연결되어

있었던 단열들이 였을 것이다 따라서 수리자극 구간은 응력의 이력이나 최근 다른 응력 때.

문에 어느 정도 기존 단열들이 생성된 곳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

높은 압축응력을 받고 있는 과 같은 지역은 자연적으로 개구된 기존의 단열들Cooper basin

이 잘 발달되어 있어 이러한 암체를 고온단열암체 라 한바 있다(hot fractued rock,HFR) .

현재의 기술로는 기존 단열이 전혀 발달되지 않는 곳에서 연결된 단열을 인공적으로 조성하

기는 힘들다 따라서 개발적지는 고온단열암체가 널리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다 즉 신. EGS .

규단열을 조성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신규단열이 대규모적인 순환수의 이동경로를 형성

하거나 대용량의 지열저류층을 전반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잘 알

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수리자극을 시행하기 전에 발달되어 있던 자연단열간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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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최종 저류층에서의 단열간격을 좌우함을 의미한다 지열정내에 발달되어 있는 단열의.

수는 순환수의 유동을 허용하므로 지열정마다 이를 평가해야 한다 온도가 낮은 주입수와.

접촉하고 있는 단열면에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회수가능

열량은 단열간격에 따라 좌우된다.

특정구간만 인공파쇄 시킬 수 있는 나공 용 고온페커 개발이 필요하다3) (Open hole) .

오일 가스산업에서 특정구간만을 대상으로 수리자극을 시키는 작업은 일종의 정규과정이/

다 그러나 지열산업에서는 고온상태하에서 격리된 구간에 사용할 수 있는 펙커가 가용하지.

않아 전체 나공구간을 대상으로 한번에 수리자극을 실시하기 때문에 수리자극을 실시한 후

측정한 공내검층 자료를 살펴보면 개구단열 가운데 첫 번째조에 해당하는 개구단열들만 주

로 인공 파쇄되어 그 수리성과 연결성이 개선된다 특정구간에서만 수리자극을 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신규 단열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열정에서는 성능이 양호하고 고온의

나공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펙커가 개발되어야 한다.

초기에 에서 확장가능 알미늄 텍커를 사용한 예가 있지만 보다 신뢰성이 있Soultz (inflatabe)

으면서 고온에서 사용할 할 수 있는 개발은 아직까지 미제로 남아있다packer .

수리자극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구간은 지열정 근접구간이다4) .

압력강하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곳은 지열정의 인접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수리

자극을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열에너지를 개발하고 순화수가 순환되도록 하기 위해서.

는 지열정에서 원거리에 소재하는 구간까지 수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지열정 근접.

구간의 수리성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지열정과 오일 가스정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효율적/

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장기간동안 저온의 주입수를 대용량으로 인공주입시키거나 저온의 주.

입수와 저농도의 산을 혼합시킨 산처리를 통한 수리자극법들은 가장 효율적인 지열저류층

개선방법중의 한가지 방법이 였다 특히 퇴적기원의 고온저류층에서 점성이 높은 주입수와.

틈세 충진제를 고유량과 고압의 수리자극법과 동시에 사용하여 지열저류층을 개선하는데 성

공한 사례들이 있으며 이 방법은 아직까지도 잠재성이 매우 큰 방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온도의 한계 고온 을 극복할 수 있는 펙커 틈세 충진재와 파쇄용 유( ) ,

체가 완전히 개발되지 않아 일부 기법들을 지열개발에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일예로 기존의 단열들이 어느 정도 발달된 결정질암에 설치되.

어 있는 오일 가스정에서 수리자극을 실시한 바 인근 단열들을 서로 연결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으며 지열저류층의 기능을 저하시킨 단기순환만 발생한 예도 있다 따라서 지열정과.

지열저류층을 수리자극시키기 위한 최근의 노력들은 지열정 두부에서 대용량의 저온EGS

주입수를 지열저류층으로 주입시켜 인공 단열을 만드는 인공수압파쇄법이다 지열정내에 발.

달되어 있는 기존의 자연단열가운데 일부의 단열만이 순환수유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가장

용이하게 주입수의 순환을 허용하는 단열들은 수리자극에 의해 형성된 인공단열들이다 따.

라서 보다 크게 틈세가 벌어진 개구단열들은 주입정과 생산정을 수리적으로 연결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지열정내에는 많은 수의 단열들이 발달되어 있다 이 경우에. .

어느 단열을 수리자극 시켜야만 수리성과 연결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아직까지 뽀족한 정답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전시스템 설계시 첫 번째 설치한 시험지열정에 수리자극을 실시하여 확장된 인공단5)

열구간을 확인하고 최적지에 지열정을 굴착한 다음 재 수리자극을 실시한다.

수리자극법을 이용하여 투수성 지열저류층을 조성하려 했던 초기의 노력은 개의 지열정2

시추에 의존했으며 이를 통해 지열정이나 관측된 응력장에서 두 지열정 사이의 연결성을 재

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전술한 와. Fenton Hill, Rosemanowes, Hijiori

지역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수리자극을 실시하드라도 지열저류층의 연결성을 획기적Oga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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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고 시키지는 못했다 구조적인 경계를 교차하거나 심도에 따라 변화는 응력방향 서. ,

로 연결된 기존의 자연단열들 등은 수리자극으로 영향을 받는 벙위와 규모를 평가하는데 장

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지열정을 설치하고 평가해야 한다.

첫번째 지열정을 시추한 후①

가능한 한 대용량의 단열매체가 되도록 수리자극을 실시한 다음,②

가장 적지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시추를 하여 수리자극을 다시 시킨다.③

이렇게 하면 주입정과 생산정으로서의 지열정 설계가 가능하고 반면에 생산정과 주입정에

대한 지열정설계를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방법이다.

첫 번째 지열정은 국지적인 응력 상태에 따라 적절한 곳에 설치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때 세심한 과학적인 탐사를 통해 암상조건 기존의 단열대와 응력장과 같은 광역적. ,

인 특성을 규명해야한다.

다 음파탐사는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임) EGS

지열저류층은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도구중의 하나는 음파탐사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있다 열수시스템의 경우 수리시험이나 추적자시험을 통해 물이 순환하거나 지열수가 대규.

모 단열면적을 갖는 암체와 접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 이상의 지열정들이 순환시험. 2

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수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수리자

극을 받은 단열을 평가 할 수 있다 통상 수리자극이나 순환수를 순환시킬 때 발생되는 음.

파를 이용하여 음파방출지점과 동시에 영향 받는 구역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순환수의 유동경로나 지열저류층의 연결성이라는 관점에서 음파방출(acoustic

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무엇을 뜻하는지 완전히 알아내진 못했으나 음파사emission)

상이 발생한 지점과 강도에 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 정보는 추후에 설치할 지열정.

의 목표를 규정할 때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이미 수리자극을 주어 많은 방출음파가 감지되었던 구역에 지열정을 굴착하면

이들 지열정은 활성화된 지열저류층에 연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열에너지 추출.

에 있어 이러한 사실이 하나의 양호한 시스템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지. Soultz

역에서는 기 확인된 음파방출 암체로 알려진 구간내에 정을 설치하고 그 후에 재차GPK-2

수리자극을 주었지만 주입정과 지열정사이에서 연결된 단열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음파방출 결과를 해석처리하는 방법은 현재 상당히 개선되어 과거에 비해 보다 정확하,

게 음파사상에 대한 중점적인 기작을 결정하고 음파방출 위치를 알아내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로 지열정에서 멀리 소재한 응력장과 수리자극이 이들 응력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열정내에서 단열대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과.

동시에 이들을 운영할 수 있는 온도 상한치를 재고시켰다 수리자극 전후의 순화수의 순환.

경로나 기존단열계의 성격과 응력상태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들은 초음

파 공내 텔레뷔어 미소저항 단열영상 과 시추공의 응력/ (microresistivity fracture imagung)

시험 등이 있다 암심이나 시추파쇄물의 관찰을 통해 확인한 암상과 고해상 온도탐사를 이.

용하여 도출된 영상기록을 서로 비교하여 단열중에서 투수성이 양호란 구간들을 결정한다.

라 지열저류층 운영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암석 유체 반응에 관한 연구 필요) -

이미 시험을 통해 대다수의 부지에서 지열저류층을 구성하고 있는 암체와 주입수사EGS

이의 상호반응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주입수가 주변 암체와 장기간 어떻게 반응

또는 작용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전도성이 가장 양호한 단열들은 열수변성이나 광물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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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같은 초기 지질시대에 일어났던 열수유동의 증거들을 지니고 있다 대다수의 연결된.

유동통로들은 이미 물과 암석의 단열면 사이에서 어떤 물 암석반응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

고 있다 장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지표수 지열저류층과는 평형을 이룰 수 없는 를 이 시스. ( )

템에 주입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실시한 현장 실험결과에 의하면 선택된 이동경로와 단기순환의

형성을 유도하는 암석 용해에 관한 약간의 증거들을 확인하였다 이와는 무관하게 지열. EGS

정에서 채수해낸 지열수는 지표면에서 일단 냉각시켜 스케일이나 부식성 물질들이 재주입전

에 침전되도록 하고 있다.

저류층에서 순환하는 열 전달유체의 일종으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제안EGS

된바 있으며 등은 의 저류층을 토대로 하여 본 시스템의 계념Broun(2000) Fenton Hill HDR

모델을 개발 정립한바 있다.

마) 생산정에서 다량의 채수율로 지열수를 채수하면 단기순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장기 순환시 주입정에 적용하는 고압은 단기순환을 유발한다 고압으로 주입수를 순환시.

킬 경우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며 동시에 주입정에서 생산정으로 시스템을 통해 단기 유동경

로가 형성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순환수의 순환기간동안 고압주입은 지열저류층을 계속.

확장 시키고 성장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는 현장 운영기간중 일부 기간동안은 유용.

할 수도 있으나 실제 열교환을 일으킬 수 있는 단열을 생성 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다.

고압 상태하에서 주입을 하면 생산정이 관통되지 않은 일부 지열저류층에서 주입수의 손

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주입정에 적절한 압력조절 장치를 설치하여 이와 연계시킨 생.

산정에서 순환수를 채수하면 장거리 구간에서 순환수의 손실을 최소화 시키면서 수리자극된

단열체로부터 생산정을 통해 순환수를 채수할 수 있다.

바 수리자극구간을 관통한 지열정들은 단열대를 목표로 하여 설치가능)

결정질경암에서 심부지열정을 시추하려면 아직까지는 그 소요경비가 매우 고가이다.

에서 처음으로 지열을 굴착한 이래 시추비의 비용경감에 관련된 기술들은Fenton Hill EGS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드릴 비트는 심부의 고온 환경에서도 최소 개당 시간 이상 사. 1 50

용할 수 있는 성능이 양호하고 수명이 긴 것들이 개발되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하에 수행된 일부 기술 개발에 의해 결정질경암과 고온환경에서도 성취 가능한 시추굴

진율 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ROP) .

과거에 경제적으로 시추가 불가능했던 지역에서도 오일 가스정들이 현재보다 깊은 심도까/

지 굴진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고온과 보다 어려운 시추환경에서 장심도의 시추작업들이 실

시되어 이로 부터 많은 시추지식과 경험들이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석유산업시추의 경험들.

은 지열개발용 시추기술에 따른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대다수의 지열정은 순환수의 유량이 클때 발생하는 압력강하를 경감시키기 위해 비교적

큰 구경으로 지열정을 굴착하며 를 이용한 방향성 시추방법을 이용하여 케이싱mud motor

과 같은 우물자재의 마모를 경감시키고 보다 양호한 제어를 한다 고온 상태하에서 방향성.

시추 제어시 시추와 동시에 시추방향을 측정가능한 장치(measurement-while drilling

를 사용하는데 이는 매우 도전적인 방법으로 초기 지열정 설치시에는 이러한 방법이MWD)

가용치 않았다 현재 시추방향 측정기들은 초기에 비해 운영가능 온도가 상당히 상향 조정.

되었다 현재 는 고온에서 뿐만 아니라 증기화한 유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mud motor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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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순환수는 온도하강이 일어나지 않고 장기간 순환이 가능해야 한다) .

초기에 수리자극된 지열저류층의 규모는 비교적 소규모였기 때문에 장기 순환시험을 실시

하는 동안 측정 가능할 정도의 온도하강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후 부터는 지열저류층의 규.

모가 다소 커지고 순환시험을 연장 했을 경우에도 온도하강은 크게 발생하지 않않다 그러.

나 대규모 지열저류층이 얼마나 장기간 동안 온도강하가 일어나지 않고 지속될 것인가를 예

측키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이를 검증하기에 충분한 경과 시.

간별 온도변화 측정자료가 가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추적자시험 결과치를 모델검증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대규모 지열저류층을 수리

자극으로 조성한 경우에 추적자시험 결과들을 이용하여 열교환 면적과 같은 중요한 변수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 저류층 관리와 단열대 특성화에 가용한 모델들을 적극 개발)

다공질 매체와 단순하거나 복잡한 단열매체 및 중 공극매체에서 열교환에 따른 유체유2

동 단일 단열에서 유체유동을 수치모의 할 수 있다 이때 단열내에서 압력 수두압 과 온도의, . ( )

변화 및 투수성차이 등을 측정 자료와 비교하면서 예견모델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

모 및 상업적 규모의 지열저류층에서 장기간 동안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모델

이 지열저류층의 작용 반응을 적절히 예측 할 수 있는지 관해서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다/ .

공질 매체나 이중 공극매체 다공질 단열매체 에 물 암석 반응을 모델화 할 수 있으나 전술( ) -

한 바와 같이 장기적인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다.

상업적으로 가용한 단열설계 전산프로그램들은 최종적으로 생성된 단열 출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열적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것들이며 열적인 영향과 단열확장 성장 에 따른 수리적( )

인 영향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면서 단열 수리자극설계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열

전산프로그램들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자 유발지진) (Induced seismicity)

의 에서 수리자극과 순환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지표에서 감지 가능할 정도의Soultz EGS

미소지진 사상들이 발생하였다 수리자극법을 적용할 때 미소지진의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들이 실시된바 있고 탐지 가능한 미소지진 사상 발생을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들이,

개발중이다 지열저류층의 특성과 순환수의 유동율 주입수의 투입량 탐지 가능한 미소지진. , ,

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주는 압력과 같은 운영변수와 연계된 예측모델은 의 잠재가능성EGS

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정량적인 모델은 개발된 바 없다. .

차 기타 개발되어야할 기술분야)

심부 고온암체와 수리적인 연결성을 가진 지열정으로 구성된 지열저류층을 인공적EGS

으로 조성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다 경제적이고 위험성이 적은 과정을 거처. EGS

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분야의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열저류층의 수명 단축없이 압력강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연구1)

기 연결된 단열계 전체에 대해 수리자극을 시킬 수는 있으나 특정한 단열만 선택적으로

수리자극을 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 투수성이 큰 단열들만 선택적으로 수리자극.

으로 영향을 받아 틈세가 확장되기 때문에 이 들 구간에서 급속한 온도하강이 발생한다.

단기순환의 보수와 방지2)

기 연결된 단열계에서 단기순환에 따른 유동경로는 지열저류층의 수명에 악영향을 미친

다 와 지역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수리자극시킨 기존 단열가. Rosemanewes, Hijiori Oga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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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일부 단열에서 단기순환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전도성이 양호한 단열에서 원거리에 소.

재해있거나 개구상태가 불량한 단열들을 직접적으로 수리자극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에 해당계의 열교환면적은 효율적으로 증가됨과 동시에 단기순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순환수 유동통로 또는 방벽 역할을 하는 주요 단열과 단층에 관한 영향3)

주요 단열들이나 단층과 같은 대규모 지질구조들을 순환수유동의 지하통로와 불투수성 방

벽역할을 하기도 하며 계획된 유동경로를 변경시키거나 단기 순환경로를 제공하여 지열 저

류층으로부터 순환수가 이탈 누수되게 한다 예를 들어 순환수의 통로나 불투성 방벽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 확인된 비 지진대가 음파탐사도에서 나타났는데 이들 비 지진Soultz - -

대가 잔여 지열정과 정사이를 격리시켜 순환수가 순환되고 있는 지열저류층에서 타GPK-4

지열정과 수리적인 연결성을 방해하였다 단기 순환은 다루기 위한 일부 방법이 개발되어.

대규모 단층이나 단열대를 처리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지질 구조대를 특성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상술한 지질구조와 관련된 음파방출 패턴에 관한 이해에.

대한 개선이 하나의 진척된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물 암석 반응에 관한 특성화 조사4) -

물 암석 반응을 모델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의문점들-

이 상존하고 있다 시험 기간동안 수집한 지구화학적인 자료들은 매 시험동안에 무엇이 발.

생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으며 다음과 같은 의문을 남겨 놓았다.

단열의 수리적인 연결성을 저해하여 압력강하가 발생한 기간 동안 광물의 침전여부?①

광물 용해가 단기순환의 요인이고 압력강하를 개선 시키고 있는가?②

광물이 침전되었다면 지열저류층과 지열정으로 이루워진 시스템의 어느 곳에서 용해와③

축적침전이 일어났는가?

장기 순환시험이 어느 정도 평형상태에 도달했는가 주입수와 암체사이( )?④

지열저류층의 성능을 특성화시킬 때 물 암석 반응을 사용가능한가- ?⑤

지열저류층을 보수하고 수리자극시킬 수 있는 화학적인 방법이 가용한가?⑥

지열저류층에서 오일 가스 수리자극법 적용5) /

단기순환을 유도하는 개구된 단열을 조성하거나 기존의 자연단열들 사이의 수리적인 연결

을 시키지 못했던 오일 가스정에서 인공수압 파쇄법은 여태까지 그리 크게 성공적이지는 못/

했다 그러나 일부 유정에서 사용하는 방법들 가운데 지열저류층 조성에 부합되는 방법이.

발견되는 경우에 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인공수압 파쇄공정중 지열정

공벽부근에서 주입율과 생산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틈새 충진물의 충진과 같은 과

정은 실제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개선방법이다EGS .

조절된 유동학적인 유체는 단기순환을 보수하고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수리자극

법을 우회시키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정도의 변형율을 가진 수리자극법의 사용6)

지열정공벽에서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잠재적인 방법으로서 인공수압 파쇄법

분 시간단위 과 미세 폭파법 단위 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적용요인들( ) (micro-milliseond )∼

의 중간정도의 율로 지열저류층을 가압하는 방법들이 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EGS

한다.

지열 발전산업중 현재 중점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있는 분야 미국6.2 ( DOE)

미국의 는 에 의거하여 지열에너지가 미국의 지DOE Geothermal Technology Program

열에너지 공급면에서 경제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재생 에너지원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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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 이상의 지열프로젝트를 수행완료 하였고 지열산업체들이 지열자원을 생산 평40 , ,

가 조사 및 탐사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선하여 지열 발전단가를 당, KWh 0.03 0.05US∼

로 내릴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열산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

와 관리는 물론 다음과 같은 개 국책연구기관으로 부터 전문기술자를 파견 제공하고 있다3 .

Idaho National Engineering & Envir. Lab.(INEEL)

National Renewal Energy Lab.(NREC)

Sandia National Lab.(SNL)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가지 지열분야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4

있다.

가 지열에너지 시스템연구와 시험방법)

주관기관은 이고 주된 연구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National Renewable Energy Lab. .

지열발전소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지열발전소의 비용 산정법, ,

공냉식 응축기의 개선 열교환기의 현장실험법 성능이 양호하며 비부식성 코팅재 개발, , ,

지열수로 부터 실리콘 회수방법부식침식 손상된 배관 탐사용 비파괴법 소규모 지열발, , ,

전소의 현장 검증법 등 개 분야20

나 지열자원 탐사와 최적 지열정 설치분야)

주관기관은 이고 주된 연구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Sandia National Lab. ,

신규지열자원과 최신 지열정 시추 기술개발용 기구와 평가 숨겨진 지열자원 탐hardware ,

사법 유역 및 산계별 탐사법 혁신적인 지열탐사법 항공 중력탐사고해상도 인공위탐, , ( EM, ,

사 등 고온에서 사용 가능한 개발), 3-D Magnetotelluric modeling, tool (Silicon -on

기술 지열정의 보전성과 누수손실방지 경암 굴착용-insulator(SOI) ), (lost circulation),

비트 개발 실시간 시추정보 진단시스템(hard rock drill bit) , (Diagnostic While Drilling,

개발 등 개 분야DWD) , Acid resistance cement 12

다 지구과학 관련분야)

주관기관은 이고 주된 연구개발 내용은 아래와 같다Idaho National lab .

지열저장소 관련 엔지니어링 탐사기법지열자원 관리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단열 탐사용, , ,

지구물리 탐사법 지열 브라인을 화학처리한 후 지열저장소로 재주입하는기법, ,

공학적 지열저장소의 관리기법 지열저장소의 특성에 따른 추적자 시험분석 기술, , EGS

지열저장소의 동력학적인 연구고온에서 사용가능한 장비 및 기기 개발, ,

불화탄소 추적자의 상평형과 용해도 등에 관한 연구

지열에너지의 전기변환과 관련된 주요 미연방정부6.3 R/D( DOE )

석탄석유가스와 방사능광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전기발전 방식과 지열에너지를 전기로 변, ,

환시키는 방식은 대동소이하다 지열수는 스팀이나 브라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도와 압력은 해당 지열계의 고유특성에 따라 좌우된다 지열수가 다량의 유해한.

용존 물질과 가스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미국 연방정부. (DOE)

는 장 단기적으로 지열에너지를 전력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를 지원하고 지열 발전단가를R/D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최적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다음 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와5 N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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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INEEL .

가 혼합 작동유체의 응축에 관한 연구)

차 지열발전소에서 계열의 혼합물을 작동유체로 사용할 때 기존의 보일러나 응축기2 HC

에서 발생되고 있는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

응축방식과 시설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연전달식 개발 연구.

나 열교환기의 라이닝에 관한 연구)

열교환기는 열전도성을 저하시키는 유체와 접촉하고 있어 부식에 내성이 강한 의高價

스테인레스스틸 닉켈합금 및 티타니움재질을 사용한다, .

부식이나 스케일에 내성이 큰 의 탄소강관에 재 개발 연구Polymer base coating .低價

다 공냉식 응축기의 개선에 관한 연구)

차 지열발전소 시스템들은 가 충분치 않아 공냉식 응축기를 사용한다2 make-up water

이 은 저온 의 지열수를 열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전시설의system (100 150 )∼ ℃

성능은 주변 대기온도에 따라 좌우된다.

공냉식 환풍기의 필요 전력은 전체 발전소 발전전력의 약 정도를 소요하고 대량의20%

주변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효율 공냉식 응축기의 시스템을 변경시켜야 할 필요성

있다 이 경우 지열발전소의 발전량과 전력 생산단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

열전달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유공핀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30 40% .∼

라 비 응축가스 제거법에 관한 연구)

응축되지 않은 가스가 응축기내에 축적되면 열전달능 저하와 터빈의 가 증back pressure

가하여 발전소 전력생산량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 발전소에서는 비 응축.

가스를 주기적으로 제거한다.

차 지열발전소에서 로 부터 작동유체를 제거하여 손실을 줄이고 비 응축가스2 vent gas

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비 응축가스 제거용 혁신적인 멤브레인 개발vent (2001).

마 소규모 지열발전소의 현장검증에 관한 연구)

소규모 지열발전소 규모 들은 거의 자동화 되어 있다소규모 지열발전소의 운(0.3~1MKh ) .

영특성과 성능을 결정하고 검증하여 미국 서부지역에서 이들 소규모 지열발전소의 사용

을 증대시켜 국지적인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결정에 관한 연구.

결 론

예측 불가능한 유가상승에 따른 범세계적인 정치 경제적인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저렴하고

공해가 없는 청정 에너지자원인 지열에너지 개발이용은 지구환경보전과 세계 경제안정 등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에너지자원이다.

현재 마그마나 이 보유한 지열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려는 기술 개발이 선진국HDR

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성은 지열발전의 전략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지열기술 개발프로그램 에 의거 미국 전체(Geothermal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필요전력의 를 지열에너지로 공급예정이다10% .

앞으로 중 저온의 지열을 차 작동유체 열교환식 지열발전기술과 에 인공수압파쇄법- 2 H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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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시한 수리자극법을 적용한 를 통해 지열발전을 시행하는 기법이 주를 이룰 것으EGS

로 예상되며 이 방식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가장 부합되는 지열 발전방식으로 사료되므로 우

리도 이 분야에 대한 참여와 연구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사업은 오일이나 가스정 시추에 비해 보다 고온과 마모성이 큰 암반에서 장심도로 시

추를 실시해야 하고 고온에서 각종 계측기를 운영해야하는 등 고도의 장심도 시추 착정기,

술과 수문지열계를 위시한 암반역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차적으로는 선1

진국에서 당 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지열조사 개발업체로 하여금 초기조사와 시

험용 지열정을 굴착 감리토록하고 이 기간동안 국내 관련 기술자를 식on the job training

으로 훈련시킴과 동시에 해외에 파견하여 관련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훈련 받은 국내기술진을 활용해서 공학적 지열시스템형식으로 심부지열 발전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 단의 형식으로 심도. 4 5 casing 5,000∼ ∼

이상 굴착 가능한 최신형 형 장공 시추장비 고압 고용량의 수압파쇄장6,000m Turn table , ∼

비와 고온에서 측정 가능한 지열 관련기기들이 구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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