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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mineraloical and petr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caprock from drilling cores of

Pohang basin as a potential CO2 storage site. Experiments and modeling were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geochemical and mineralogical caprock effects of carbon dioxide. A series of autoclave experiments were con-

ducted to simulate the interaction in the scCO2-caprock-brine using a high pressure and temperature cell at 50oC

and 100 bar. Geochemical and mineralogical alterations after 15 days of scCO2-caprock-brine sample reactions were

quantitatively examined by XRD, XRF, ICP-OES investigation. Results of mineralogical studies, together with

petrographic data of caprock and data on the physicochemical parameters of brine were used for geochemical mod-

eling. Modelling was carried out using the The Geochemist’s Workbench 11.0.4 geochemical simulator. Results

from XRD analysis for caprock sample showed that major compositional minerals are quartz, plagioclase, and K-

feldspar, and muscovite, pyrite, siderite, calcite, kaolinite and montnorillonite were included on a small scale.

Results from ICP-OES analysis for brine showed that concentration of Ca2+, Na+, K+ and Mg2+ increased due to

dissolution of plagioclase, K-feldspar and muscovite. Results of modeling for the period of 100 years showed that

the recrystallization of kaolinite, dawsonite and beidellite, at the expense of plagioclase and K-feldspar is character-

istic. Volumes of newly precipitation minerals and minerals passing into brine were balanced, so the porosity

remained nearly unchanged. Experimental and modeling results indicate the interaction between caprock and scCO2

during geologic carbon sequestration can exert significant impacts in brine pH and solubility/stability of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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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후보지의 하나로 알려진 포항분지 덮개암의 광물학적 및 암석학적 특성을 파악하

고, 실험과 지화학 모델링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주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덮개암의 지화학적 및 광물학적 영

향을 규명하였다. 실험은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조건에 해당하는 50oC와 100 bar의 고온고압조건에서 덮개암 6 g과 염

수 60 ml를 고압셀에 넣어 15일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 덮개암과 염수 시료의 지화학적 및 광물학적 변화를 확인

하기 위해 XRD, XRF, ICP-OES 등의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덮개암의 광물학적 연구 결과와 염

수의 물리화학적 변수 자료들을 이용하여 지화학 모델링(The Geochemist’s Workbench 11.0.4)을 수행하였다. 덮개

암의 광물학적 분석 결과, 석영, 사장석, K-장석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소량의 운모, 황철석, 능철석, 방해석, 카올

리나이트와 몬모릴로나이트로 이루어져 있었다. 덮개암과의 반응 후 염수의 이온 농도 분석 결과, 사장석, K-장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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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모릴로나이트 또는 운모와 같이 Mg를 포함하는 광물의 용해 반응에 의하여 Ca2+, Na+, K+, Mg2+ 이온들의 농도

가 증가하였다. 100 년 동안 모델링한 결과, 사장석와 K-장석은 용해되고, 카올리나이트, 도소나이트, 베이덜라이트는

재결정화되어, 암석의 공극률 변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험 및 모델링 결과는 이산화탄소

를 지중저장하는 동안 덮개암과 초임계 이산화탄소와의 상호반응에 의해 염수의 pH, 광물의 용해도과 안정성 등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CO2 지중저장, 포항분지, 덮개암, 물-암석반응, 지화학 모델링

1. 서 론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

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농축시킨 다음 퇴적 지층

으로 주입하는 지중저장 기술이 1970년대 초에 최초로

제안되었다(Bachu et al., 1994; Marchetti, 1977). 퇴

적 분지에서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은 생산 중이거나

생산이 끝난 유전이나 가스전, 석탄층, 심부 대염수층

등이 적합한 지질구조의 최적지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Metz et al., 2005; Wang, 2009; Park et al.,

2014). 지층 안에서의 이산화탄소 저장 기작은 지하 심

부 저류층에 주입된 이산화탄소가 낮은 투수성을 가진

덮개암 하부에서 일어나는 유체역학적 포획(hydro-

dynamic trapping), 지하수에 용해된 이산화탄소가 더

이상 상(phase)이 분리되지 않고, 부력이 제거되는 용

해포획(solubility trapping)과 pH가 낮아진 대수층에

규산염 광물과 알루미늄-규산염 광물들이 용해되어 형

성된 2차 탄산염 광물의 침전에 의한 광물포획

(mineral trapping) 등이 있다(Hitchen, 1996). 또한,

심부 대염수층과 같이 이산화탄소를 지중저장하는 후

보지는 높은 투수율과 공극률을 가진 저류암 위에 낮

은 투수율을 가진 덮개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Chadwic et al., 2004). 덮개암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연속성과 연성인데, 이산화탄소 누출시 우선적

인 누출경로가 되는 단층이나 단열 등이 없어야 하며,

덮개암의 변형이 파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연성의 특

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Downey, 1984). 특히 셰일과

증발암은 천연 탄화수소 저장에서 덮개암의 역할을 하

는 동시에 이산화탄소 저장에서의 덮개층으로서의 역

할을 한다(Galán and Aparicio, 2014) . 셰일은 주로

입자크기가 60 μm 이하의 점토광물과 세립질의 석영,

장석, 탄산염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Guegen and

Table 1. Petrographical properties of caprocks at carbon storage site (modified from Espinoza et al., 2012)

Site
Dominant clay minerals 

(wt %)
Other minerals

Approximate 

overburden depth (m)

Porosity 

(%)

Sleipner, Norway(a) Mica-illite ~ 25% Calcite 1-3% 750 35

Kaolinite 14-18% Siderite 2%

Smectite 3-9%

Chlorite 1-4%

Krechba, Algeria(b) Muscovite-illite ~25-50% Siderite 0-15% 1850 1.8-11.3

Chlorite 4-20%

Kaolinite 4-8%

Otway, Australia(c) Kaolinite 17-44% Siderite 2-35% 1980 2.5-7.5

Illite 1-6%

Smectite 1-3%

SACROC, USA(d) Illite-smectite 62% Calcite 2.5% 2000 1.3

Dolomite 2%

Halite 0.1%

Ketzin, Germany(e) Illite 42-74% Dolomite 4-35% 600 10

Chlorite 1-3% Halite (small fraction)

Pohang, Korea(f) Mica-illite ~ 0.5% Calcite 1.0% 416.64-417.03 7.4-10.3

Kaolinite 2.9% Siderite 1.4%

Smectite 0-1%

Refs.: (a) Bøe and Zweigel, 2001; Chawick et al., 2004, (b) Armitage et al., 2010; Mathieson et al., 2010, (c) Waston et al.,

2005, (d) Carey et al., 2007; Han et al., 2010, (e) Föster et al., 2007, (f) experimental data of this study.



포항분지 덮개암에 대한 지화학적 반응 실험 및 모델링 연구 373

Palciaukas, 1994),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속성작용을

받아 5~10 nm의 공극크기, 1~12%의 공극률과 10-22

~10-19의 투수율을 가진다(Aemitage et al., 2010;

Watson et al., 2005). Table 1에는 대표적인 이산화

탄소 지중저장지를 구성하는 덮개암의 암석학적 특징

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암석들의 주요 성분은 점토광

물들이며, 점토광물은 일반적으로 10 μm 보다 작은 크

기의 판상형 입자가 결정화된 층상규산염 광물이다

(Mitchell and Soga, 2005). 심부지층에 주입된 이산화

탄소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염수에 용해되어 산성환

경을 만들어 저류암 또는 덮개암을 구성하는 광물들의

화학반응을 촉진시켜 지층의 공극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덮개암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Faye et al., 2012; Park et al., 2013). 이를 위하여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광물학적 또는 지화학적 반응에 관한 연구가 광범위하

여 이루어져 왔는데, 대다수의 연구가 이산화탄소를 저

장하는 사암 또는 탄산염과 같은 저장암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Rochelle et al., 2004; Czernichowsi-

Lauriol et al., 2006; Izgec et al., 2008). 반면에 이

산화탄소 지중저장과 관련하여 덮개암의 지화학적 반

응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Faye et al., 2012;

Park et al., 2013; Park et al., 2014). 그러나, 이산

화탄소 지중저장의 부지 선정과 장기적인 안정성을 평

가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염수-덮개암의 상호 작용

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후보지의

하나로 알려진 포항분지 덮개암의 광물학적 및 암석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실험을 통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시

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덮개암-염수 반응

에 의한 덮개암의 지화학적 풍화를 규명하고, 이러한

실험결과들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가 퇴적분지로 주입되

어 염수에 완전히 용해된 이후에도 오랜시간 동안 산

성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덮개암과의 상호작용에 대

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화학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수십 또는 수백년 이후의 지중저장

환경에서 이산화탄소와 덮개암에서 예측되는 반응거동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 재료 및 방법

2.1. 연구 지역 및 재료

연구지역은 경상북도 영일만 일대에 분포하는 포항

분지로서, Fig. 1에서와 같이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퇴

Fig. 1. Geological map of the research area and sampling locations for the experiment (modified from Son, 1998; Park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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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암을 기반으로 에오세 전기에서 중기의 화산암류와

마이오세 전기 말에서 중기의 두꺼운 해성층으로 구성

되어 있다(Lee and Song, 1995; Yoon, 2010). 이 지

역은 천북역암층을 기저로 하는 신생대 3기 퇴적분지

로서, 공극률이 큰 사암층과 덮개암으로서 역할을 하는

이암층이 협재하는 형태의 트랩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덮개암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후보지 탐색을 목적으로 경상북

도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소재 해안가에서 수행한 포항

분지 장심도 시추조사에서 심도 416.64 ~ 417.03 m에

위치하는 연일층군으로부터 채취한 암석 시료이다. 채

취한 암석 시료는 물과 접촉하면 쉽게 부서지는 반고

결 상태로서, 회색의 세립 기질(점토광물 및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육안을 통해 관찰되었다.

반응실험에 사용될 시료는 비교적 균일한 비표면적과

입자 크기를 선별하기 위하여 덮개암을 구성하고 입자

에 대한 입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입도 분석은 2단계

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구성 광물 결정의 물리적인 파

괴를 최소화하면서 구성 입자를 크기별로 분류할 수

있는 습식 체가름(wet sieving)을 통하여 조립질 입자

를 분리하였으며, 200번체(지름 75 μm)를 통과한 세

립질 입자(전체 시료의 46.3%)는 stoke 법칙을 이용한

침강법을 통하여 분리하였다. 그 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48%의 모래, 30%의 실트와 22%의 점토로 구성된

엽층이 없는 암석으로 Lundegard and Samuels(1980)

의 분류를 이용하면, 이암(mudstone)으로 분류된다

(Boggs, 2009). 반응 실험에서는 입도 분포에 따른 함

량을 고려하여 시료를 혼합한 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1 M 농도의 염수는 탈이온수 1 L에 순도

99.95%의 NaCl(CAS No. 7647-15-5) 58.44 g을 용해

시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지층의 심도가 증가

함에 따라 공극수의 염농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심부지층 내 지하수를 모사하기 위한 비교적 높은 농

도의 염수를 실험에 적용하였다(Eyre, 1987). 

2.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심도 800 m 이하의 심부 대염수층에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저장 대상 지층의 상부에 위치하

는 덮개암과 접촉하여 발생하는 지화학적 및 광물학적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scCO2)-염

수-덮개암 반응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산화탄소의 영향

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조군으로 헬륨(He)을 이용하였

다. 반응 실험의 온도와 압력 조건은 이산화탄소가 초

임계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임계온도(31.1oC)와 임계압

력(7.38 MPa) 이상의 50oC와 100 bar(10.0 MPa)로

각각 설정하였다. 심부 지층 내에서의 온도 및 압력

조건을 실험실에서 재현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100 ml 용량의 고압셀을 이용하였으며, 고압셀

의 내부는 테프론으로 코팅하여 사용하였다. 고압셀 내

부에 입도별 구성 함량비에 따라 혼합한 덮개암 시료

6 g과 염수 60 ml를 넣고 밀폐한 후, 역압력조절기

(BPR-6000, Hiflux)와 고압펌프(SFT-10, Supercritical

Fluid Technologies)를 이용하여 액체상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고 고압셀 내부의 압력을 100 bar로 유지하였다.

또한 발열 자켓(Iwoo Scientific Corp.)을 이용하여 고

압셀 내부의 온도를 50oC로 유지하여 주입된 이산화탄

소가 초임계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였다.

이후 고압셀을 고압 펌프로부터 분리하고 내부 온도가

50oC로 고정된 오븐에서 최대 360시간(15일) 보관하였

으며, 각 시료들은 0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1일),

Table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caprock samples used in the experiments

Method Sieve #
Diameter

(mm)

Percent of soil retained 

on each sieve (%)

Percent passing

(%)

Size range

(mm)

Particle 

name

wet

sieving

20 0.85 0.00 100.00

1/16 - 1/2 sand
40 0.425 7.88 92.12

60 0.25 14.35 77.77

100 0.15 18.04 59.73

200 0.075 13.40 46.33

precipitation -

0.0313 3.80 42.53

1/256 – 1/16 silt
0.0156 8.45 34.08

0.00781 9.42 24.66

0.00391 8.85 15.81

0.00195 6.96 8.85

< 1/256 clay0.000977 5.25 3.60

0.000488 3.6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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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시간(3일), 120시간(5일), 240시간(10일), 360시간(15

일)의 반응이 끝난 후에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덮개

암 시료와 염수 시료를 분리하였다. 분리된 덮개암시

료는 자연 건조 후 시료의 화학적 성분을 규명하기 위

하여 X-선 형광분석(XRF; XRF-1700, Shimadzu)과

시료의 구성 광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

(XRD; X'Pert-MPD System, Philips)을 부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에서 실시하였다. XRD 분석은 Cu-Kα

타겟과 Ni-필터를 사용하여, 전압 40 kV, 전류 30 mA,

측정범위 5 ~ 40°, 주사속도 4°/min의 조건으로 분석

하였다. XRD 분석을 통해 획득된 결과자료를 XRD

분석프로그램(PANalytical X'Pert HighScore Plus,

PANalytical)을 이용하여 정성분석 및 반전량분석을 수

행하였다. 원심분리에 의하여 분리된 염수 시료는 pH

측정기(pH/Ion S220, Mettler Toledo)를 이용하여 반

응 전후 염수의 pH를 측정하고, 부산대학교 공동실험

실습관의 ICP-OES(7000 Dv, PerkinElmer)를 이용하

여 주요 양이온(K, Na, Ca, Mg, Al, Si 등)의 농도를

정량분석하였다. 또한 반응 전 덮개암의 조직과 형태

를 관찰하기 위하여 부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의 주

사전자현미경(SEM; S-2700)을 사용하였다. 

2.3. 지화학 모델링

실험의 의한 덮개암의 광물학적 연구 결과와 염수의

물리화학적 변수 자료(pH=5.98, Cl-=35,450 mg/l,

Na+=22,990 mg/l)들을 이용하여 지화학 모델링을 수

행하였다. 모델링은 The Geochemist’s Workbench

11.0.4를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온도와 압력의 변수는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시 이산화탄소가 초임계상으로 존

재할 수 있는 최소 심도 800 m 이하의 심부에서 이

루어짐을 고려하여, 각각 50oC 와 100 bar로 설정하

였다. 지중 주입된 이산화탄소가 덮개암과 대수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구화학적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장기간반응(100년)으로 실시하였다. 모델링 결과, 용해

되거나 침전될 수 있는 2차 광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고, 이러한 이차 광물의 침전

반응은 수용액에서의 평형과 포화상태에 의해서 제어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덮개암의 광물암석학적 분석 

연구지역의 덮개암은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펠라

이트 조직을 가진 괴상의 불규칙적인 구조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Fig. 2). 반응 전 덮개암의 XRD 분석결

과, 회절 패턴의 20.87°, 26.60°, 36.49°지점에서 나타

난 석영의 피크와 23.37°, 26.77°, 27.59°지점에서 나타

난 K-장석의 피크, 22.10°, 27.96°, 28.02°지점에서 나

타난 사장석의 피크가 높은 강도로 나타났으며, 이보

다 낮은 강도의 황철석, 능철석, 방해석, 점토 광물의

Table 3. Primary and Secondary minerals included in the reaction path calculations

Mineral Abbreviation Dissolution reaction

Albite Ab NaAlSi3O8 + 8H2O = Na+ + Al(OH)4
- + 3H4SiO4

0 

Quartz Qtz SiO2 + 2H2O = H4SiO4
0 

Gibbsite Gbs Al(OH)3 + H2O = Al(OH)4
- + H+ 

Dawsonite Daw NaAlCO3(OH)2 + H2O = Na+ + Al3+ + 2HCO3
- + 2H+

K-feldspar Ksp KAlSi3O8 + 8H2O = K+ + Al(OH)4
- + 3H4SiO4

0 

Illite Ill K0.6Mg0.25[Al2.33Si3.67]O10(OH)2 + 12H2O = 

2.33Al(OH)4
- + 2H+ + 3.67H4SiO4

0 + 0.33K+ + 0.25Mg2+ 

Muscovite Mu KAl3Si3O10(OH)2 + 12H2O = K+ + 3Al(OH)4
- + 3H4SiO4

0 + 2H+ 

Kaolinite Kao Al2Si2O5(OH)4 + 7H2O = 2Al(OH)4
- + 2H4SiO4

0 + 2H+ 

Beidellite-Na Be-Na Na0.33[Al2.33Si3.67]O10(OH)2 + 12H2O = 2.33Al(OH)4
- + 2H+ + 3.67H4SiO4

0 + 0.33Na+

Siderite Sd FeCO3 + H+ = Fe2+ + HCO3
-

Pyrite Py FeS2 + H2O = Fe2+ + 0.25H+ + 0.255SO4
2- + 1.75HS- 

Fig. 2. SEM image analyses of caprocks used in the

experiments. It has massive disordered structure with a

loose grained skeleton and pellite texture.



376 김선옥 ·왕수균 ·이민희

피크가 확인되었다(Fig. 3). XRD 분석프로그램

(PANalytical X'Pert HighScore Plus)을 이용한 반정

량분석 결과, 석영이 약 52.8%로 가장 많았고, K-장석

이 26.7%, 사장석이 12.8%를 구성하고 있고, 소량의

점토광물(3.1%), 황철석(2.7%), 능철석(1.4%), 방해석

(1.0%)와 운모(0.5%)들이다(Table 4). 덮개암으로부터

분리된 점토들은 주로 카올리나이트와 몬모릴로나이트

로 구성되어 있었다. Table 1에서와 같이, 노르웨이,

미국, 독일 등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지의 덮개암을 구

성하는 점토광물의 함량은 52-78%로 높은 반면에, 포

항분지 덮개암의 점토광물 함량은 3.6%로 매우 낮으

나, 공극률은 7.4-10.3 %로 큰 차이가 없었다. 화학적

구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된 XRF의 결과에 따르면,

실험에 사용된 덮개암 시료에는 SiO2가 전체 성분 중

63.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Al2O3, Fe2O3, Na2O, K2O, MgO, CaO 등이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화학적 성분 분석의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이산화탄소의 지중저장 조건에서 15일 동안 He 또

는 scCO2와 반응을 수행한 덮개암 시료에 대한 XRD

분석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XRD를 통해 측정된

덮개암의 X-선 회절패턴을 분석한 결과, He과 반응 실

험을 수행한 덮개암 시료의 구성 광물 중 석영의 회절

선은 20.87°, 26.61°, 36.49°에서 나타났고, scCO2와

반응 실험을 수행한 덮개암 시료의 석영 회절선은

20.89°, 26.61°, 36.51°에서 나타났으며, 두 시료 모두

층간거리 3.35 Å의 [011] 결정면에서 가장 높은 강도

를 보였다. X-선 회절 패턴에 따르면 반응 전 덮개암

과 동일한 K-장석, 사장석, 황철석, 능철석, 운모, 점토

광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반응

전 초기 덮개암 시료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암염의 회

절패턴은 고농도의 염수가 시료의 건조 과정에서 결정

화된 것으로 판단된다(Table 4). 덮개암 시료의 구성

성분 분석을 위한 XRF분석은 15일 반응 실험 이후

시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Table 5에 나

타낸 바와 같다. 반응 실험 전후의 덮개암 구성성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XRF 분석 결과에 따르

면, 주로 규산염광물로 구성되어 있는 덮개암 시료는

전체 구성 성분 중 SiO2의 비율이 약 64%로 가장 높

았으며, 다음으로 Al2O3, Fe2O3, Na2O, K2O, MgO,

Fig. 3. XRD patterns of caprock (a) before the CO2

reaction, (b) after 15 days reaction with He-brine and (c)

after 15 days reaction with scCO2-brine at 50oC and

100 bar (Q : quartz, K: K-feldspar, P: plagioclase, H:

halite, M: mica, S : siderite, C: calcite, P*: pyrite, K*:

kaolinite, M*: montnorillonite).

Table 4. Mineral composition of caprock used in

experiments at 50oC and 100 bar (wt.%)

initial

after reaction

He-brine-

caprock

scCO2-brine-

caprock

quratz 52.8 53.2 57.0

K-feldspar 26.7 26.4 23.1

plagioclase 12.8 12.5 11.9

kaolinite 2.9 2.8 3.1

pyrite 1.7 2.6 2.7

siderite 1.4 1.5 1.4

mica(illite) 0.5 0.5 0.4

montmorillonite 0.2 0.2 0.1

calcite 1.0 1.3 1.3

halite 0.0 0.3 0.3

total 100 101 101

Table 5. Chemical composition of caprock used in

experiments at 50oC and 100 bar (wt.%)

initial

after reaction

He-brine-

caprock

scCO2-brine-

caprock

SiO2 63.97 63.51 64.01

Al2O3 13.25 13.30 13.20

Fe2O3 5.04 5.03 4.96

Na2O 2.16 2.32 2.56

K2O 1.93 1.91 1.73

MgO 1.68 1.63 1.51

CaO 1.40 1.43 1.37

TiO2 0.66 0.66 0.67

P2O5 0.10 0.11 0.10

MnO 0.03 0.03 0.03

LOI 9.39 9.25 9.21

total 99.63 99.18 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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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 등의 순으로 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계 이산화탄소-염수-덮개암의 반응에서 덮개암의

SiO2와 Na2O 비율은 각각 63.97%, 2.16%에서 64.01%

와 2.56%로 증가하였고, Fe2O3, K2O, MgO, CaO 비율

은 5.04%, 1.93%, 1.68%, 1.40%에서 4.96%, 1.73%,

1.51%, 1.37%로 감소하였다. 반응 후 덮개암의 Na2O

비율이 증가한 것은 고농도의 염수가 시료 건조 과정

에서 암염이 형성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ICP-

OES 분석에서 염수 내 K+, Mg2+ 와 Ca2+ 의 농도

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XRF 분석결과와도 일치하였다.

3.2. 염수의 지화학적 변화

지중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용해로 인하여 형성된 산

성 환경에서 심부 덮개암의 용해가 염수에 미치는 지

화학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반응 시간에 따른 염

수의 pH 변화를 측정하였다. 온도와 압력이 이산화탄

소 용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Duan and Sun

(200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 M의 NaCl 용액에서

의 이산화탄소 용해도는 1 bar와 100 bar (20oC)에서

각각 0.03과 0.93 M로, 고압조건하에서 보다 많은 양

의 이산화탄소가 지하수에 용해될 수 있다. 반응 전

상온·상압 조건에서 pH 5.98의 염수 시료는 고온·고압

조건에서 scCO2 또는 He과 함께 24시간 동안 정치한

후 pH가 각각 3.73과 6.02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반

응 실험의 초기 pH로 설정하였다. 6시간 동안 scCO2

또는 He을 주입하여 유지된 고온·고압조건에서 덮개암

시료와 반응한 염수의 pH는 각각 5.32와 7.02로 측정

되었으며, 이후 반응 기간 동안 각 염수 시료의 pH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다(Fig. 4). He을 주입한 염

수의 pH보다 sc CO2를 주입한 염수의 pH가 더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물에 용해된 이산화탄소는 식(1)과

같은 화학반응에 의해 약산을 만들어 He을 주입한 염

수보다 pH가 낮다. 

CO2(g) + H2O = H2CO3 = HCO3
- + H+ = CO3

2- + 2H+

(1)

측정 전기간에 걸쳐 덮개암과 반응한 염수의 pH는

반응전 초기 pH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초기 염수에

비하여 반응 이후 염수의 pH가 증가하는 것은 식(2)-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염수에 용존하는 수소 이온과

덮개암을 구성하는 규산염 광물간의 가수분해로 염기

성 양이온들이 용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산중화(acid

neutralisation)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CaAl2Si2O8 (Ca-feldspar) + H2O + 2H+→

Al2Si2O5(OH)4 (kaolinite) + Ca2+ (2)

2NaAlSi3O8 (Na-feldsapr) + 9H2O + 2H+→

Al2Si2O5(OH)4 (kaolinite) + 4H4SiO4 + 2Na2+ (3)

2KAlSi3O8 (K-feldspar) + 9H2O + 2H+→ 

Al2Si2O5(OH)4 (kaolinite) + 4H4SiO4 + 2K+ (4)

고온고압 조건에서 덮개암 시료의 용해에 의하여 염

수로 용출된 양이온의 농도 변화를 정성적 및 정량적

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염수 내 용존하는 양이온에 대

Fig. 4.  pH change in solutions after reaction with caprock

and brine with/without scCO2 at 50oC and 100 bar.

Table 6. Chemical composition of solutions after reaction

with caprock and brine at 50oC and 100 bar

Duration time

(hours)

Concentration (mg/L)

pH Na+ K+ Mg2+ Ca2+

with sc CO2 

0 3.73 21,410 0 0 0

6 5.32 22,694 61.8 77.7 505.6

12 5.55 22,768 66.1 84.3 544.5

24 5.60 23,424 70.4 86.9 560.4

72 5.65 23,131 86.1 90.2 578.9

120 5.72 23,413 76.0 93.9 534.1

240 5.75 23,647 78.2 88.4 533.2

360 5.79 23,814 85.9 100.6 536.0

without CO2 

(with He)

0 6.02 21,410 0 0 0

6 7.02 22,553 54.1 74.5 438.1

12 7.03 22,653 58.5 78.5 435.1

24 7.05 22,756 57.9 75.3 470.4

72 7.08 22,853 58.4 80.5 459.6

120 7.10 22,954 57.4 81.4 461.1

240 7.12 22,841 59.8 84.1 478.5

360 7.12 23.135 60.7 91.2 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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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ICP-OES 분석을 수행하였다. 양이온 농도 측정 결

과에 따르면 He 또는 scCO2와 반응한 모든 염수 시

료에서는 반응 이후 Na를 비롯하여 Ca, Mg, K의 농

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덮개암과

scCO2 반응한 염수의 용존 이온 농도는 Na+, K+, Mg2+

와 Ca2+는 반응 전 21,410 mg/L, 0 mg/L, 0 mg/L과

0 mg/L에서 반응 15일 후 23,814 mg/L, 85.9 mg/L,

100.6 mg/L과 536.0 mg/L로 각각 증가하였고, He과

반응 실험한 염수의 양이온농도는 반응 15일 후

23,135 mg/L, 60.7 mg/L, 91.2 mg/L과 481.5 mg/L

로 각각 증가하였다. 덮개암의 용해 반응에 의하여 염

수로 용출된 양이온 중 Na와 Ca는 주로 사장석

(NaAlSi3O8과 CaAl2Si2O8)으로 부터 용해된 것이며, K

는 K-장석(KAlSi3O8)의 용해 반응에 의하여 증가한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Mg는 운모와 같이 Mg를 포함

하는 광물의 용해 반응에 의하여 용출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He과 반응 실험을 수행한 염수의 양이온

농도 변화와 scCO2와 반응 실험을 수행한 염수의 양

이온 농도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scCO2와 반응한 염

수의 용존 양이온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산화

탄소가 염수에 용해되어 염수가 산성화됨으로써 덮개

암의 용해 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

한 염수 내 용존 양이온 농도의 변화는 반응 시작 6

시간 이내에 대부분 나타났으며, 이후 반응 기간 동안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6시간 이내에 겉보

기 평형상태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Fig. 5). 

3.3. 지화학 모델링 결과

지화학 모델링은 이산화탄소를 지중 주입한 후 발생

할 수 있는 덮개암의 광물학적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덮개암의 광물학적 및 암석학적 결과와 염수

의 물리화학적 변수자료를 기초로 하여 100년 동안 수

행하였다.

모델링 결과,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후 공극수는 pH

5.78에서 pH 3.98로 감소하다가 다시 pH 4.62로 평

형을 이루었으며, 이는 pH가 5.78에서 pH 3.73로 감

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실험결과와도 일치한다(Fig. 4).

덮개암의 구성광물 중 K-장석(Ksd), Na-사장석(Ab),

일라이트(Ill)은 용해되고, 이 때 해리된 양이온과 음이

온에 의해 이차광물로 깁사이트(Gbs), 도소나이트

(Daw), 카올리나이트(Kao), Na-베이델라이트(Be-Na)가

주로 침전된다(Fig. 6). 특히 K-장석은 빠른 속도로 분

해되고, 깁사이트는 초기에 침전되었다가 용해되며, 카

올리나이트는 초기에 용해되었다가 침전되는 것이 특

Fig. 5. Chemical concentration in solutions after reaction with caprock and brine with/without scCO2 at 50oC and 100 bar;

(a) Na+ (b) K+ (c) Mg2+ (d) C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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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다. 이러한 이차광물의 침전은 덮개암의 전체적인

부피에 균형을 이루어 공극률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델링 결과에 의하면, 이

차광물인 도소나이트의 침전에 의해 지중 저장된 이산

화탄소의 일부가 트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이 연구는 국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후보지의 하나

로 알려진 포항분지 덮개암의 광물학적 및 암석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실험과 지화학 모델링을 이용하여 이

산화탄소 주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덮개암의 지

화학적 및 광물학적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포항분지 덮개암 시료를 대상으로 이산화

탄소 지중저장 조건에 해당하는 50oC와 100 bar에서

15일동안 고온고압실험을 수행하고, 반응 전후의 덮개

암 시료와 염수 시료에 대한 XRD, XRF, ICP-OES

분석을 실시하여 반응에 따른 지화학적 및 광물학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실험의 의한 덮

개암의 광물학적 연구 결과와 염수의 물리화학적 변수

자료들을 이용하여 지화학 모델링(The Geochemist’s

Workbench 11.0.4)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덮개암은

펠라이트 조직을 가진 괴상의 불규칙적인 구조를 보이

는 이암으로 석영, 사장석, K-장석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소량의 운모, 황철석, 능철석, 방해석, 카올리나

이트와 몬모릴로나이트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는 노르

웨이, 미국, 독일 등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지의 덮개

암을 구성하는 점토광물의 함량은 52-78%로 높은 반

면에, 포항분지 덮개암의 점토광물 함량은 3.6%로 매

우 낮으나, 공극률은 7.4-10.3%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15일 동안 수행된 scCO2-염수-덮개암과

의 반응실험에서 덮개암 시료의 구성광물의 함량비는

용해로 인해 미세한 변화는 나타나지만, 추가적인 이

차광물의 형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이차광물이 생

성되기에 온도, 압력, 반응시간 등 실험조건이 충분하

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응 후 염수 내 Ca2+,

Na+, K+, Mg2+ 이온들의 농도는 사장석, K-장석과

몬모릴로나이트 또는 운모와 같이 Mg를 포함하는 광

물의 용해 반응에 의해 증가하였다. 100 년 동안 모델

링한 결과, 사장석과 K-장석은 분해되고, 카올리나이트

가 침전되고, 이차광물인 도소나이트와 베이덜라이트가

생성되었다. 특히, 이차광물인 도소나이트의 침전에 의

해 지중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일부가 트랩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덮개암을 구성하는 광물의 용해와 재결

정에 의해 암석의 공극률에는 이산화탄소 주입으로 인

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

과는 이산화탄소를 지중저장하는 동안 덮개암과 sc

CO2와의 상호반응에 의해 염수의 pH, 광물의 용해도

과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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