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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산화탄소의 저장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저장기

술 가운데 지중저장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효율

적인 지중저장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주입에 따른 지층의 물성변화를 예측하는 기술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후보지 평가를 위해 이산화탄소 주입에 따른 대상 

지층의 물성변화를 공극스케일 전산모사 방법을 이용해 예측하고, 이를 국내의 육상분지에 적용해 보았다. 

2. 연구지역 소개

본 연구지역은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강원도 동해시에서 삼척시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북평분지(Fig, 1(a))는,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 발달한 신생대 제3기의 퇴적층으로 하부의 고생대 조선누

층군의 일부와 중생대 백악기에서 쥬라기 시기의 화강암류를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임순복, 1983, 김정찬 

외 2001). 주요 층군은 크게 북평층과 도경리역암층으로 구분되고 있다. 북평분지의 주요 특징은 두 층 

모두 대표성을 가지는 하나의 암상으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고 이암대, 사암대, 역암대, 함탄대가 서로 윤회

하며 복잡한 형태로 분포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그 퇴적상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김상욱, 1993). 그리고 분지 주변으로 강릉화력

발전소(강릉시)와 동해화력발전소(동해시)가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에 삼척시 인근에 화력발전소가 추가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위한 필요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다.
두 번째 연구지역인 경상분지는 우리나라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의 대부분 지역에 걸쳐 발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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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면적의 약 1/5(약 20,00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상분지는 대규모 퇴적분지로 영남육괴의 시원

생대 변성암을 기반암으로 약 9,000m 이상의 백악기 퇴적층을 포함하고 있다. 분지의 서쪽과 북쪽으로는 

영남육과의 시원생대 변성암류 및 이를 관입한 쥬라기 시기의 화강암류와 부정합 또는 단층으로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신생대 화산암류 및 퇴적암류와 북북동 방향으로 발달하는 양산단층 및 북북서 방향의 

울산단층에 의해 접하고 있다. 분지의 남쪽 경계는 한반도 육상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나 일본 규슈 지역에 

분포하는 백악기 퇴적층과의 대비를 통해 일본의 규슈 북서부까지 연장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Fig. 
1(b)).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경상분지의 다양한 퇴적층 중에서 이번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화강암류의 

영향이 적고 분지 주변으로 하동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신동층군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후보지 평가

를 실시하고자 한다(유인창 외, 2006. 에가와 코우스케 외, 2009).

        

(a)                              (b)
Fig. 1. Geological map: (a) Bukpyeong basin. (b) Gyeongsang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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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Outcrop photos of Bukpyeong basin: (a) Danbong-dong. (b) Jiga-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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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외 샘플획득 

참고문헌 및 실내조사를 통하여 북평분지에 주로 분포하는 암상의 특징을 파악한 후, 야외지질조사를 

통해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 일대에서 5개(BPD1~5), 지가동 일대에서 4개(BPJ1~4), 총 9개의 샘플을 채취

하였다(Fig. 2). 북평분지는 전체적으로 고화(固化) 정도가 낮은 미고결 퇴적층에 가까운 상태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샘플을 획득하는 방법은 토양시료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획득하였다. 또한 샘플 획득에 있어서

는 이암층, 역암층 그리고 함탄층을 피해 상대적으로 사암이 우세하고 분급이 좋은 층을 중심으로 샘플을 

획득하였다. Fig. 2(a)는 단봉동지역의 노두의 사진이며 Fig. 2(b)는 지가동지역의 노두사진이다. 두 사진에

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북평층은 하나의 대표성을 가진 암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사암, 이암, 역암, 
함탄대가 작게는 수 cm에서 크게는 수 m 스케일로 윤회하며 발달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었다.  

4. 공극스케일 전산모사 

공극스케일 전산모사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연구를 진행한다. 첫 번째, X선 토모그래피방법을 이용하여 

고해상도 3차원 공극구조 획득한다. 두 번째, 격자볼츠만 2상(two-phase) 유체전산 모사를 이용하여 이산화

탄소의 주입에 따른 공극구조에서의 거동을 모사하고 각 포화도별로 유체의 공간분포형태를 획득한다. 
마지막으로 포화도별로 획득한 공극구조를 이용하여 물성전산모사를 수행하여 포화도 변화에 따른 물성변

화를 계산하고, 이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상관관계식을 제시한다. 우선 북평분지에서 획득한 샘플을 

이용한 기초분석 및 박편분석으로부터 총 9개의 샘플 중에서 상대적으로 점토함량이 적고, 공극률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개의 샘플(BPD5, BPJ2)을 선정하여 X선 토모그래피 방법을 통해 3차원 공극구조를 

획득하였다. 얻어진 두 개의 공극구조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주입 전산모사를 수행하고, 물성전산모사를 

수행하여 포화도 별로 유체투과율, 전기전도도 그리고 속도를 계산하여 포화도 변화에 따른 물성변화의 

상관관계식을 제시하였다. 

5. 물성전산모사 결과 

북평분지에서 획득한 샘플을 이용한 공극스케일 전산모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산화탄소 투과율 

결과로부터 BPD5는 약 10%, BPJ2는 약 15% 정도의 잔류수포화도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잔류수포

화도를 안다면 이산화탄소 투과율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Fig. 3(a)). 전기전도도의 경우에는 

포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료의 차이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감소양상을 보였으며 하나의 정량적인 관계

식을 제시할 수 있었다(Fig. 3(b)). 이는 다양한 공극률을 가지는 다른 지역의 사암지층에도 본 연구에서 

제시된 관계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파 속도는 주입 초기에는 매우 급격한 속도 감소를 보이다가 

이산화탄소 포화도가 20%이상부터는 감소폭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3(c)). 이는 연구에 

사용된 샘플(북평분지)의 경우 이산화탄소 주입에 따른 P파 속도의 변화는 탄성파 탐사의 결과에서 감지가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포화도가 30% 이상에서는 속도의 변화가 적어져서 탄성파 탐사의 결과로부터 

포화도를 정량적으로 예측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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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Physical properties change at different CO2 Saturations during the injection: (a) Relative permeability 

curve and fitted models. (b) Electrical conductivity curve and the fitted model. (c) P-wave velocity 
curve and the fitted models.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후보지 평가를 위해 대표적인 국내 육상분지를 선정하고, 야외

에서 얻어진 샘플을 이용하여 공극스케일 전산모사를 통해 이산화탄소 주입에 따른 물성변화를 예측해 

보았다. 그 결과 공극스케일 전산모사를 이용한 방법은 북평분지에서 이산화탄소 주입을 위한 대상 지층을 

선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현재 진행중인 경상분지

의 후보지 평가에도 적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비교적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박편을 이용하여 

물성을 예측하는 방법을 통해 암상 전체의 물성을 파악해 보고, 공극스케일 전산모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정확한 후보지 평가를 위한 입력인자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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