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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ological CO2 sequestration, the behavior of CO2 within a reservoir can be characterized as two-phase flow

in a porous media. For two phase flow, these processes include drainage, when a wetting fluid is displaced by a

non-wetting fluid and imbibition, when a non-wetting fluid is displaced by a wetting fluid. In CO2 sequestration, an

understanding of drainage and imbibition processes and the resulting NW phase residual trapping are of critical

importance to evaluate the impacts and efficiencies of these displacement process. This study aimed to observe

migration and residual trapping of immiscible fluids in porous media via cyclic injection of drainage-imbibition. For

this purpose, cyclic injection experiments by applying n-hexane and deionized water used as proxy fluid of scCO2

and pore water were conducted in the two dimensional micromodel. The images from experiment were used to

estimate the saturation and observed distribution of n-hexane and deionized water over the course drainage-

imbibition cycles.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n-hexane and deionized water are trapped by wettability,

capillarity, dead end zone, entrapment and bypassing during 1st drainage-imbibition cycle. Also, as cyclic injection

proceeds, the flow path is simplified around the main flow path in the micromodel, and the saturation of injection

fluid converges to remain constant. Experimental observation results can be used to predict the migration and

distribution of CO2 and pore water by reservoir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drainage-imbibition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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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수행 중 저류층 내부에서 나타나는 비혼성 유체의 대체 과정은 다공성 매체의 공극 표면에 대

한 각 유체의 습윤 특성에 따라서 배수(drainage)와 흡수(imbibition)로 구분되는데, 각 과정 동안 나타나는 비혼성 유

체 간의 거동 및 포획 양상을 이해하는 것은 주입 효율성 및 저장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다공성 매체 내 주기적인 배수와 흡수 과정의 수행을 통해 공극 구조 내 비혼성 유체의 거동 양상 및 분포의 변

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차원 마이크로모델 내부로 이산화탄소와 공극수의 대체 유체로서 선정된 헥산

과 탈이온수를 주기적으로 교차 주입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관측 결과를 이용하여 각 유체 주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비혼성 유체의 거동 양상을 비교·분석하고, 잔류 유체의 포화도를 산정하였다. 분석의 결과로서 헥산과 탈이온수

의 잔류 포획 유형을 기작에 따라 습윤성(wettability), 모관압(capillarity), 막다른 공극(dead end zone), 포위

(entrapment) 그리고 우회(bypassing)로 구분하였다. 또한, 교차 주입이 거듭됨에 따라 공극 구조 내에서 주입 유체의

흐름 경로는 주 흐름 경로(main flow channel)를 중심으로 단순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주입 유체의 대체 효율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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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값으로 수렴하였다. 실험적 관측과 분석의 결과는 실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환경에서 습윤성-비습윤성 유체의

주기적인 교차 주입이 야기하는 저장층 내 비혼성 유체의 거동과 분포, 그리고 주입 유체의 대체 효율을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비혼성 대체, 잔류 포획, 마이크로모델, 주 흐름 경로

1. 서 론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기 중 이산화탄

소의 농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대규모 발생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고갈된 석유전과 가스전, 석

탄층, 대염수층과 같은 안정적인 심부 지질구조 내로

주입하여 장기간 격리하려는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기

술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IPCC, 2005).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저류층 내부로 효과적으로 주입되어 확

산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단·장기적인 포획 기작

에 의하여 안정적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주요한 포획

기작으로는 구조 포획(structural trapping), 잔류 포획

(residual trapping), 용해 포획(dissolution trapping),

광물화 포획(mineral trapping) 등이 있다. 구조 포획

은 저장지층의 상부에 존재하는 덮개암에 의해 이산화

탄소의 흐름이 제어되는 물리적인 포획 기작이다.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지층 내부로 주입(배

수, drainage)이 완료된 이후, 이산화탄소에 의해 대체

되었던 공극수가 다시 지층 내부로 유입(흡수,

imbibition)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암석의 공극 구

조 내에 고립되어 이동이 극히 제한되는 잔류 포획이

발생한다(Soroush et al., 2014; Saeedi et al., 2011;

Harper et al., 2012).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

가 공극수에 용해되어 저장되는 용해 포획과 주변의

암석과 반응하여 탄산염 광물로 변화하는 광물화 포획

기작이 작용한다. 이러한 용해와 광물화 포획 기작은

이산화탄소 누출의 위험성 없이 가장 안정적으로 저장

할 수 있는 기작이지만, 수 백년에서 수 천년 의 장기

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된다(Herring et al.,

2013). 이에 비하여 잔류 포획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발생하지만 잠재적 누출의 위험성을 갖는 구조 포획보

다 안정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IPCC,

2005; Herring et al., 2013). 또한, 연속적인 형태로

부터 소규모의 방울 형태로 분리된 이산화탄소는 증가

된 비표면적으로 인하여 용해와 광물화 포획이 촉진되

어 저장 안정성을 향상시킨다(Fobi, 2012; Herring et

al., 2015). 따라서 저류층 내부로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저장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잔류 포획을 극대

화하는 것이 중요하며(Herring et al., 2013; Kimbrel

et al., 2015),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저류층 내 암석을 모사하는 다공성 매체 내부로 배수

또는 흡수 과정을 수행하며 공극 구조 내에서의 이산

화탄소와 공극수의 거동과 포획, 그리고 저장 효율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Bachu and Bennion,

2008; Herring et al., 2016; Wang et al., 2013;

Park et al., 2018a and 2018b). 그러나 대부분의 선

행 연구들은 배수 또는 흡수의 단일 과정을 통해 관측

된 결과들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단속적인 주입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제의 이산화탄소 주입 환경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배수와 흡수 과정이 반복되며 주입

된 이산화탄소의 거동과 포획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

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모델을 사용하여 주기적인

배수와 흡수 과정을 통한 공극 구조 내 비혼성 유체의

거동 양상 및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마이크로모델 내부로 이산화탄소와 공극수의 대

체 유체로 선정한 헥산과 탈이온수를 주기적으로 교차

주입하는 실험을 수행하고, 각 유체 주입 과정에서 나

타나는 두 비혼성 유체의 거동 양상을 관찰하였다. 관

찰된 영상에 대한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배수와 흡수

과정 이후에 각각 잔류하는 탈이온수와 헥산의 포획

양상을 비교·분석하고, 교차 주입의 진행에 따른 잔류

유체 분포 양상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얻어진 실험적 관측과 정량적 분석의 결과는 실제 지

중저장 환경에서 이산화탄소와 공극수의 주기적인 교

차 주입이 야기하는 저장층 내 비혼성 유체의 거동과

분포를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실험 재료 및 장치

2.1. 마이크로모델

본 연구에서는 다공성 매체의 공극 구조 내부를 유

동하는 비혼성 유체의 거동 및 잔류 양상을 외부에서

관찰하기 위하여 투명한 재질의 이차원 마이크로모델

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Fig. 1). 이 마이크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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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은 대칭적인 공극 구조를 식각한 두 개의 투명한 붕

규산 유리판(borosilicate glass, 45 mm × 15 mm ×

0.9 mm)을 접합한 것으로, 모델의 양끝을 통해 유체의

주입과 배출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내부의 공극 구

조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마이크로모델 중 실제 암

석의 공극 구조를 모사하는 실물형 공극 모델(physical

network model, Micronit Microfluidics BV)을 사용

하였다. 마이크로모델의 공극 구조는 길이와 폭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은 직육면체 (20 mm × 10 mm ×

0.02 mm) 공간 내부에 폭 50 µm, 높이 20 µm의 공

극을 식각하여 구성된 것으로, 공극의 총 부피는 2.3 µL

이며, 공극률과 투수율은 각각 0.57과 2.47 × 10-8 cm2

이다.

2.2. 헥산과 탈이온수

다공성 매체 내 배수와 흡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마이크로모델 내부로 교차 주입하는 이산화탄소와 공

극수의 비혼성 대체 유체로서 마이크로모델의 내부 공

극 구조에 대하여 비습윤성 유체인 헥산(n-hexane,

C6H14)과 습윤성 유체인 탈이온수(deionized water)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1은 상온·상압 조

건에서의 헥산과 탈이온수의 밀도와 점도, 계면 장력 등

의 기본적인 물성 값을 나타낸 것으로, 실험의 유량 조

건을 적용하여 헥산과 탈이온수 간 점성비(Ca)와 모관수

(M)를 산정하였다(Log M = -0.48, Log Ca = -4.29)

(Mekhtiev et al., 1975; IAPWS, 2008; Zeppieri et

al., 2001). 또한, 기존 문헌에서 보고된 값을 이용하여

저류층 환경 조건에서의 이산화탄소와 공극수 간 점성비

와 모관수를 산정하였는데(Log M = -1.29 ~ -0.76,

log Ca = -5.33 ~ -4.55), 이는 앞서 산정된 헥산과

탈이온수 간 모관수 및 점성비와 유사한 범위를 나타

낸다. 헥산과 탈이온수를 적용한 대체 유체 실험은 실

제 저류층 내부에서의 이산화탄소-공극수-암석 간의 상

호 작용을 동일하게 재현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공

극 구조 내에서의 이산화탄소와 공극수의 거동과 포획

양상을 모의하는데 충분한 유사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헥산과 탈이온수는 모두 무색의 투명한 유체이므로

두 유체의 경계를 뚜렷이 구분하기 위해 헥산은 Sudan

IV(C24H2ON40O, Sigma Aldrich)를 첨가하여 붉은색으로

염색하고 탈이온수는 메틸렌블루(C16H18ClN3S
·

2~3H2O,

Junsei)를 첨가하여 푸른색으로 염색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다.

2.3. 실험 장치

교차 주입 실험을 위하여 두 개의 주입용 실린지 펌

프와 하나의 배출용 실린지 펌프, 마이크로모델, 고해

상도 현미경, 영상 관측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실험

장치를 설계하였다(Fig. 2).

마이크로모델 내부로 헥산과 탈이온수를 교차 주입

하기 위한 실험 장치는 두 개의 주입용 실린지 펌프

(NE-300, New Era Pump Systems, Inc.)와 10 mL 용

량 주사기(Luer-Lock type plastic syringe, Top Syringe

Manufacturing Company Pvt. Ltd.), Y형 튜브(1/8’’

ID PVC tubing, New Era Pump System, Inc.), 마

이크로모델을 연결하여 구성된다. 두 개의 주입용 실

린지 펌프에 염색된 탈이온수와 헥산이 각각 채워진

10 mL 용량의 주사기를 부착한 후, 두 주사기를 Y형 튜

브와 연결하였다. 연결되지 않은 1/8’’의 Y형 튜브의 끝

은 컨넥터(Replacement ferrules for 10-32 connector,

Micronit Microfluidics BV)를 사용하여 직경이 다른

Fig. 1. Micromodel with glass and pore space (black:

glass, sky blue: pore space).

Table 1. Fluid properties and interfacial tension of n-hexane and deionized water at ambient pressure

Temperature

(oC)

n-Hexane Deionized water

Density

(kg/m3)

Viscosity

(cP)

Density

(kg/m3)

Vicosity

(cP)

IFT

(mN/m)

25 654.80 0.297 997.05 0.890 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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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테플론 튜브와 연결하였다. 마이크로모델은 마이

크로모델 홀더(Fluidic Connect PRO Chip Holder

with 4515 Inserts, Micronit Microfluidics BV)에 장착

되어 1/16’’ 테플론 튜브와 연결되며, 이 주입용 테플론

튜브를 통하여 마이크로모델 내부로 유체가 주입된다.

마이크로모델 내부로 주입되는 유체에 의하여 대체

되는 유체의 배출을 돕기 위한 실험장치는 배출용 실린

지 펌프(NE-1010, New Era Pump Systems, Inc.)

를 마이크로모델의 배출용 튜브인 1/16’’ 테플론 튜브

와 연결하여 구성된다. 배출용 실린지 펌프의 유량은

주입 유량과 같게 설정되지만, 작동 방향은 주입용 실

린지 펌프와 반대로 설정하여 마이크로모델 내부에서

의 유체 흐름을 안정화하였다. 배출용 실린지 펌프에

부착된 10 mL 용량의 주사기에는 실험이 진행되는 동

안 마이크로모델 내부에서 배출된 헥산과 탈이온수가

저장된다.

마이크로모델 내부에서 나타나는 헥산과 탈이온수

사이의 대체 과정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 장치는 고해

상도 현미경 카메라(DA-Ri1-U3, Nikon)와 이미지 관

측 프로그램(NIS-Elements D, Nikon)이 설치된 컴퓨

터로 구성된다. 고해상도 현미경 카메라는 지속적인 헥

산과 탈이온수의 대체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마이

크로모델 상부에 설치하고, 촬영된 영상은 컴퓨터에 저

장하여 이미지 분석에 사용한다.

3. 실험 방법

3.1. 실험 방법

주기적인 배수와 흡수 과정을 통한 공극 구조 내 비

혼성 유체의 거동 양상 및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

하여 마이크로모델 내부로 이산화탄소와 공극수의 대

체 유체로서 선정된 헥산과 탈이온수를 주기적으로 교

차 주입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의 기본조건은 상

온·상압 환경인 압력 0.1 MPa, 온도 25oC와 유량

10 µL/min로 설정하였다. 다음은 실험의 절차와 방법

을 기술한 것이다.

1.실린지 펌프를 이용하여 마이크로모델 내부와 마

이크로모델과 연결된 테플론 튜브를 탈이온수로

포화시킨다.

2.두 개의 주입용 실린지 펌프를 이용하여 Y형 튜

브의 내부를 각각 헥산과 탈이온수로 포화시킨 후,

컨넥터를 이용하여 Y형 튜브와 마이크로모델의 주

입용 테플론 튜브를 연결한다.

3.헥산 주입용 실린지 펌프를 작동하여 10 uL/min

의 유량으로 헥산을 마이크로모델 내부로 주입하

고 배출용 펌프를 통하여 마이크로모델 내부에 포

화되어 있던 탈이온수를 배출한다.

4.헥산의 주입이 완료되면, 마이크로모델 내부의 유

체 분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펌프의 작동을 멈추

고 10분간 마이크로모델을 정치시킨다.

5. 10분 간의 마이크로모델 정치가 완료되면, 탈이온

수 주입용 실린지 펌프를 작동하여 10 uL/min의

유량으로 탈이온수를 마이크로모델 내부로 주입하

고 배출용 펌프를 통하며 마이크로모델 내부에 포

화되어 있던 헥산을 배출한다.

6.이상의 과정을 1주기의 헥산과 탈이온수 교차 주

입으로 정의하고, 이를 5회에 걸쳐 반복 수행함으

로써 총 5주기를 갖는 교차 주입 실험을 수행한다.

각각의 유체 주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혼성 유체

의 대체과정은 고해상도 현미경 카메라를 통하여

관측되고 기록된다.

7.실험이 완료되면 고압펌프(260D Syringe Pump,

Teledyne Isco)를 이용하여 마이크로모델 내부로

메탄올(CH3OH, Duksan), 아세톤(CH3COCH3,

Fig. 2. Schematic diagram for the cyclic injection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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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sei), 3차 증류수를 차례대로 주입하여 세척한

후, 50oC의 오븐에서 24시간 이상 건조시켜 다음

실험을 준비한다.

3.2. 이미지 분석 방법

마이크로모델 내부의 비혼성 대체 과정을 시각적으

로 관찰하고, 이를 동영상과 0.22초 간격의 정지 영상

으로 저장하였다. 이 영상들에 대한 이미지 분석을 통

하여 매 회의 유체 주입이 완료된 후 마이크로모델 내

부에 잔존하는 헥산과 탈이온수의 포화도를 산정하고,

잔류 유체와 유동 유체를 구별하여 거동 양상에 대한

정량적 분석에 사용하였다(Fig. 3). 다음은 이미지 분석

의 절차와 방법을 기술한 것이다.

1.실험을 통해 획득한 RGB 이미지(Fig. 3a, b)를

ImageJ를 이용하여 그레이 이미지(gray image)로

변환한 후, 명암비를 증가시켜 헥산과 탈이온수,

유리 사이의 밝기 차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한다

(Fig. 3c).

2.그레이 이미지를 MATLAB으로 작성된 변환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탈이온수가 차지하는 공극은 픽

셀 값 1을 가지는 흰색 영역, 유리와 헥산이 차지

하는 공극은 픽셀 값 0을 가지는 검은색 영역으로

표현되는 이원화상 이미지(binary image)로 변환

한다(Fig. 3d, e).

3.유체가 주입되기 전, 마이크로모델의 전체가 탈이

온수로 포화된 이원화상 이미지의 픽셀 값으로부

터 유체 주입이 완료된 후의 이원화상 이미지의

픽셀 값을 차감하여 헥산이 차치하는 공극은 픽셀

값 1을 가지는 흰색 영역, 유리와 탈이온수가 차

지하는 공극은 픽셀 값 0을 가지는 검은색 영역으

로 표현되는 또 다른 이원화상 이미지를 제작한다

(Fig. 3f).

4.헥산과 탈이온수가 각각 흰 색 영역으로 표현된

두 개의 이원화상 이미지로부터 계산된 흰색 영역

의 픽셀 수로부터 탈이온수와 헥산이 차지하고 있

는 면적(각각 Awater , Ahexane)을 환산한다. 전체

공극에 대한 헥산과 탈이온수의 포화도(Swater ,

Shexane)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정한다.

(1)

(1)

5.저장된 실험 동영상을 관찰하여 마이크로모델 내

부에 잔존하는 유체의 유동성 여부를 판단한 후,

탈이온수가 차지하는 공극이 흰색 영역으로 표현

된 이미지(Fig. 3e)에서 유동하는 탈이온수는 파란

색으로, 잔류하는 탈이온수는 옅은 파란색으로 나

타내고, 헥산이 차치하는 공극이 흰색 영역으로 표

현된 이미지(Fig. 3f)에서 유동하는 헥산은 빨간색

으로, 잔류하는 헥산은 보라색으로 나타내어 시각

적으로 구분한다(Fig. 3g, h).

6.두 이원화상 이미지(Fig. 3g, h)를 중첩하여 공극

구조 내로 주입되는 헥산과 탈이온수의 거동 및

Swater

Awater

Ainitial water

--------------------=

Shexane

Ahexane

Ainitial water

--------------------=

Fig. 3. Image processing procedure (G: glass, W:

deionized water, H: n-hexane); (a) a real image before n-

hexane injection (All of pore was initially saturated with

water), (b) a real image after n-hexane injection (A portion

of deionized water was trapped by n-hexane), (c) a gray

image transformed from the real image (b), (d) the binary

image transformed from the real image (a), (e) a binary

image of the distribution of deionized water (white) in pore

network with n-hexane (black) transformed from the gray

image (c), (f) a binary image of the distribution of n-

hexane (white) in pore network with deionized water

(black), (g) a image colored sky blue from the binary

image (e), (h) a image colored red and purple from the

binary image (f), (j) a finalized multicolor image of

distribution for flowing n-hexane (red), residual n-hexane

(purple), deionized water (sky blue) and glass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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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양상을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최종 이

미지를 완성한다(Fig. 3i).

4. 결과 및 토의

습윤성 유체인 탈이온수로 포화된 공극 구조 내로

비습윤성 유체인 헥산을 주입하여 탈이온수를 배출시

키는 배수 과정과 탈이온수를 주입하여 헥산을 배출시

키는 흡수 과정을 교차하며 반복 수행하였다. 배수와

흡수 과정에서는 주입 유체로 인한 잔존 유체의 대체

가 이루어지며, 일부는 공극 구조 내에서 대체되지 못

하고 포획되어 잔류한다. Fig. 4는 제 1주기부터 5주기

까지 수행된 교차 주입 실험의 결과로서, 각각의 배수

와 흡수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 잔류하는 유체의 분포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마이크로모델 내부에 잔류하

는 유체의 종류와 유동성 여부를 구분하기 위하여, 흐

름 경로를 형성하며 유동하는 헥산과 탈이온수는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흐름 경로에 포함되지

않은 정지 상태의 헥산과 탈이온수는 각각 보라색과

옅은 파란색으로 구별하여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혼성 대체 과정의 관측 영상과 평형상태에 도달한

유체 분포 이미지를 관찰함으로써 헥산과 탈이온수의

잔류 포획 과정을 비교하고, 형성 기작에 따라서 그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교차 주입이 거듭됨에 따라 변

Fig. 4. Sequential images over the course of five drainage-imbibition cycles. (a, c, e, g and i) After the completion of the

drainage (n-hexane injection), (b, d, f, h and j) after the completion of imbibition (deionized water injection) (Experimental

conditions: 0.1 MPa, 25oC and 10 µL/min). The different colors represent flowing n-hexane (red), residual n-hexane

(purple), flowing deionized water (blue) and residual deionized water (sky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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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주입 유체의 거동과 잔류 유체의 잔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4.1. 헥산과 탈이온수의 잔류 포획 양상

제 1주기의 교차 주입에 대한 관측 영상과 주입 완

료 후의 확대이미지를 관찰하여 배수와 흡수 과정에서

헥산과 탈이온수가 잔류 포획되는 과정과 그 형태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잔류 형태와 기작에 따라

습윤성(wettability), 모관압(capillarity), 막다른 공극

(dead end zone), 포위(entrapment) 그리고 우회

(bypassing)에 의한 잔류 포획으로 유형을 대별하였다.

이러한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습윤성에 의한 포획은

공극 표면에 대한 유체의 습윤 특성에 따라 형성된 것

이며, 모관압과 막다른 공극에 의한 포획은 공극 구조

의 특성에 의해서, 포위와 우회에 의한 포획은 흐름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4.1.1. 습윤성에 의한 잔류 포획

헥산과 탈이온수는 마이크로모델 내부의 공극 표면

에 대한 습윤 특성에 따라 서로다른 형태로 잔류 포획

된다. 헥산이 탈이온수로 포화된 공극 내로 진입하는

배수 과정 동안에는 공극 표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친화적 성질을 갖는 탈이온수가 배출되면서 그 일부가

공극 표면에 부착되어 잔류하는 형태로 포획된다

(Fig. 5a). 이에 반하여 탈이온수가 주입되는 흡수 과정

에서 배출되는 헥산은 공극 표면에 대하여 탈이온수에

비해 비친화적이므로, 배출되지 못한 일부 헥산은 공

극 표면에서 멀리 떨어진 큰 공극의 중앙부에 위치하

여 방울 형태로 포획될 수 있다(Fig. 6a).

4.1.2. 모관압에 의한 잔류 포획

배수 과정에서의 모관압은 공극 구조 내로 주입되는

비습윤성 유체의 흐름에 대한 저항력으로 작용하므로,

비습윤성 유체의 진입 압력이 모관압보다 높아야만 공극

내로 진입하여 흐름 경로를 형성할 수 있다(Lenormand,

1989). 공극 내 모관압은 Young-Laplace 식으로 표현

된다(Aggelopoulos et al., 2010).

(3)

여기서, Pc는 모관압[mN/m2], γ는 두 비혼성 유체

Pc

2γ
 

θcos

r
-----------------=

Fig. 5. Enlarged image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1st

Drainage. Residual trapping by (a) wettability, (b)

capillarity, (c) dead end zone, (d) entrapment and (e)

bypassing. The different colors represent flowing n-hexane

(red) and residual deionized water (sky blue).

Fig. 6. Enlarged image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1st

Imbibition. Residual trapping by (a) wettability, (b)

capillarity, (c) dead end zone, (d) entrapment and (e)

bypassing. The different colors represent residual n-hexane

(purple), flowing deionized water (blue) and residual

deionized water (sky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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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계면장력[mN/m], θ는 고체 표면과 유체의 접

촉각[°], r은 공극의 직경[mm]이다. 식(3)에 표현된

바와 같이 모관압의 크기는 공극의 직경에 반비례하므

로 좁은 공극일수록 높은 모관압을 가진다. 따라서 배

수 과정 동안 주입되는 헥산이 높은 모관압을 가지는

좁은 공극을 통해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좁은 공극목 또는 좁은 공극목으로 둘러싸인 공

극 내에서 잔류하는 탈이온수가 관찰된다(Fig. 5b). 또

한, 흡수 과정 동안 탈이온수로 채워진 좁은 공극목과

인접한 공극 내부에 헥산이 잔류하고 이 공극을 향하

여 탈이온수가 진입하는 경우, 잔류하는 헥산에는 주

입되는 탈이온수에 의한 배출 압력이 작용하지만 높은

모관압을 가진 인접한 좁은 공극을 통해 배출되지 못

하여 주입되는 탈이온수로 대체되지 못한 채 잔류 양

상을 유지한다(Fig. 6b).

4.1.3. 막다른 공극 내 잔류 포획

막다른 공극은 인접 공극으로의 통로가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공극으로, 주입되는 유체가 이 하나의 통로

를 채우면 잔류 유체의 배출 통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잔류 유체는 더 이상 대체되지 않고 포획된 상태를 유

지한다. 배수 과정 동안 주입되는 헥산은 막다른 공극

내부에서 잔류하던 탈이온수를 완전히 대체시키지 못

하고 흐름이 가능한 인접한 다른 공극으로 진입하여

흐름 경로를 형성하며, 공극 내 잔류하던 탈이온수는

흐름 경로를 형성한 헥산과 공극 표면에 둘러싸여 잔

류 포획된다(Fig. 5c). 이렇게 막다른 공극 내에 잔류

포획된 탈이온수는 이어진 흡수 과정 동안 대체되는

헥산의 배출 통로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 인

해 막다른 공극 내에서 이전의 배수 과정 동안 잔류된

탈이온수와 흡수 과정 동안 새롭게 주입되는 탈이온수

에 둘러싸여 잔류 포획된 헥산이 관찰된다(Fig. 6c).

4.1.4. 포위에 의한 잔류 포획

마이크로모델 내로 주입된 유체는 상대적으로 넓은

공극 또는 동종의 유체가 잔류하는 공극을 통해 우선

적으로 흐름 경로를 형성하는 선택적인 흐름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하여 주입되는 유체는 유입구에서부터

배출구로 향하는 주 흐름 방향뿐만 아니라 흐름을 가

로지르는 방향으로도 성장하며 흐름 경로를 형성한다.

모든 방향으로 분리되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는 과정

에서 특정 공극으로 향하는 주입 유체의 흐름이 여러

개의 인접한 공극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나타

나는데, 이러한 경우에 공극 내부에 잔류하던 유체가

주입 유체의 흐름 경로에 둘러싸여 포획되는 양상을

포위에 의한 잔류 포획으로 정의한다. 배수 과정 동안

탈이온수가 포화되어 있는 공극 영역 내로 여러 방향

에서 헥산이 진입하는 경우, 배출되는 탈이온수의 흐

름은 인접한 여러 공극 중 헥산이 진입하지 않아 진입

압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극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

데 시간이 경과되고 흐름이 지속되어 주입되는 헥산이

탈이온수가 배출되는 모든 공극을 차단하면 해당 공극

영역으로 향하던 헥산의 진입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

하고, 결과적으로 그 내부에 존재하던 탈이온수는 더

이상 대체되지 않고 잔류 양상을 유지한다(Fig. 5d).

배수 과정이 완료된 이후 이어진 흡수 과정에서도 이

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입하는 탈이온수에 의해 잔류

포획된 헥산이 관찰된다(Fig. 6d).

4.1.5. 우회에 의한 잔류 포획

다공성 매체 내로 주입된 유체가 선택적인 흐름 경

로를 따라 유동하면 동시에 흐름에서 배제된 공극 영

역이 나타나며, 이 공극 영역 내부에서 존재하던 유체

가 주입 유체의 흐름 경로에 둘러싸여 포획되는 현상

을 우회에 의한 잔류 포획(bypassing trapping)으로 정

의한다(Wang et al., 2018; Geistlinger et al., 2015;

Hu et al., 2017). Fig. 5e는 배수 과정 동안 주입된

헥산의 우회한 흐름 경로로 인해 잔류 포획된 탈이온

수의 형성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준다. 주입

되는 헥산이 인접한 다양한 공극으로 진입하지 않고,

배출구로 향하는 두 갈래의 흐름 경로를 형성하는 것

이 관찰된다. 두 흐름 경로 사이에서 존재하는 공극

영역은 흐름에서 배제된 공극 영역으로, 그 내부에 포

화되어 있던 탈이온수는 대체되지 않고, 잔류 양상을

유지한다. 배수 과정이 완료된 이후 이어진 흡수 과정

에서도 이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입하는 탈이온수에 의

해 잔류 포획된 헥산이 관찰된다(Fig. 6e). 주입 유체

의 우회로 인해 잔류 포획된 유체는 다른 유체의 잔류

포획된 유체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공극

영역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주기적인 교차 주입에 의한 헥산과 탈이온수의

잔류 양상 변화

Fig. 7은 5주기에 걸친 헥산과 탈이온수의 교차 주

입 실험을 5회 반복한 결과로서, 각각의 배수와 흡수

과정이 완료된 이후 마이크로모델 내부에 분포하는 헥

산과 탈이온수 포화도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헥

산 포화도는 헥산을 주입하는 배수 과정에서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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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이온수를 주입하여 헥산을 배출하는 흡수 과정에서

감소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주기적인 교차 주입이 진

행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헥산 포화도

의 변화량은 교차 주입이 진행될수록 점차 감소하다가

일정하게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제 1주기의 배수와

흡수 과정이 완료된 이후의 헥산 포화도는 각각

68.78%와 39.72%로 29.06%의 변화량을 나타냈으나

제 2주기의 헥산 포화도의 변화량은 14.40% (58.10%

→ 43.70%)로 제 1주기에서의 변화량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제 3주기에서 제 5주기까지의 배수와 흡

수 과정 완료 이후의 헥산 포화도는 각각 57.54% ~

55.79%와 45.93% ~ 47.18% 범위에서 큰 변화가 나

타나지 않음으로써 헥산 포화도의 변화량이 역시 10%

내외로 일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량

적인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교차

주입에 따른 헥산과 탈이온수의 분포 양상(Fig. 4)을

살펴보면, 교차 주입이 반복됨에 따라 각각 보라색과

옅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잔류 포획된 헥산과 탈이온수

의 면적은 점차로 증가하는 반면에 빨간색과 파란색으

로 표현된 주입 헥산과 탈이온수의 면적은 점차로 감

소하면서 그 흐름 경로가 단순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제 3주기의 교차 주입 이후에는 주입 유체

의 흐름이 뚜렷하게 두 갈래의 좁은 경로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반복적으로 수행된 제 4, 5주

기의 교차 주입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흐름 경로

가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의 교차 주입이

진행됨에 따라 유사한 형태로 단순화된 헥산과 탈이온

수의 흐름 경로를 주 흐름 경로(main flow channel)

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주 흐름 경로에 해당하는 공극

영역의 대부분에서는 주입 유체가 교차됨에 따라 해당

공극 영역이 주입 유체에 의해 대체되기를 반복한다.

이에 반하여, 주 흐름 경로에서 벗어난 공극 영역에서

의 헥산과 탈이온수는 교차 주입이 거듭됨에도 그 분

포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그 형태를 유

지하는 것으로 관찰된다(Fig. 8). 이는 교차 주입이 반

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잔류 포획된 유체로 채워진

영역 주변의 공극으로 헥산과 탈이온수가 다시 주입되

고 그 일부가 다양한 유형의 기작으로 다시 포획되기

를 반복하면서 서로 맞물리며 점차 넓은 영역에 걸쳐

잔류 포획된 유체의 무리를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포획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비

교적 큰 규모의 잔류 포획 유체의 집단을 대체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진입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한

유량으로 주입되는 헥산이나 탈이온수는 해당 영역의

잔류 유체를 대체시키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흐름이 용

이한 넓은 공극 또는 이전의 대체 과정에서 주입된 유

체가 기형성한 흐름 경로를 따라 흐름을 지속한다. 따

라서 교차 주입이 거듭될수록 점차 흐름 경로가 단순

화되며, 헥산과 탈이온수의 흐름 경로의 대부분이 일

치하게 되는 주 흐름 경로가 형성된다. 교차 주입 실

Fig. 7. Variation in saturation of n-hexane and deionized

water over the course of five Drainage-Imbibition cycles

(D: Drainage (n-hexane injection), I: Imbibition (deionized

water injection)) (Experimental conditions: 0.1 MPa, 25oC

and 10 µL/min).

Fig. 8. Enlarged images of the yellow square in Fig. 4 (g, h, i and j). The different colors represent residual n-hexane (purple)

and residual deionized water (sky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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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완료된 이후 산정된 주 흐름 경로가 차지하는 공

극 영역의 포화도의 평균 값은 9.97%로, 교차 주입의

후반부에서 일정해진 헥산 포화도의 변화량(8~11%)과

유사한 값을 가진다. 이를 통해 주 흐름 경로가 형성

된 이후에는 배수 또는 흡수 과정이 반복되어도 주입

된 유체의 대부분이 주 흐름 경로에 존재하는 유체를

대체하며 유동하였기 때문에 제 4, 5주기에서의 배수

와 흡수 과정 후의 헥산 포화도의 변화량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의 결과는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수행

하는 경우, 저류층 내부로 수 차례의 교차 주입이 수

행되면 다공성 매체인 암석 내부에 주 흐름 경로와 같

은 주입 유체의 흐름 경로가 집중된 공극 영역이 나타

날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공

극 영역에서 잔류 포획되어 분포하는 이산화탄소는 더

욱 안정적으로 저장될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한다.

4.3.주기적인 교차 주입에 의한 분산된 헥산의 크

기 분석

주기적인 교차 주입이 수행됨에 따라 변화하는 공극

구조 내 비습윤성 유체의 분포 양상을 정량적으로 규

명하기 위하여 ImageJ와 MATLAB으로 작성된 이미지

정량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 회의 유체 주입 완료

이후에 단일 공극 또는 인접한 여러 공극을 차지하며

다양한 크기로 분포하는 개별 헥산 방울의 크기를 분

석하였다. Fig. 9는 각 주기의 배수와 흡수 과정이 완

료된 이후 마이크로모델 내에 분산되어 분포하는 헥산

방울의 총 개수를 헥산 포화도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배수 과정에서 증가하고 흡수 과정에서 감소하기를 반

복하는 헥산 포화도와는 반대로 개별 헥산 방울의 개

수는 흡수 과정 이후에는 증가하고, 배수 과정 이후에

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흡수 과정에서는

주입되는 탈이온수에 의해 대체되어 배출된 헥산 이외

에 흐름에서 단절된 채 소규모로 분리되어 잔류하는

헥산 방울이 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배수 과정

동안 주입되는 헥산은 공극 내에 잔류하던 다수의 소

규모 헥산 방울들과 결합되어 하나의 흐름 경로를 형

성하거나 보다 큰 규모의 방울 형태로 잔류하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헥산 방울의 개수는 각 주기의 배수 과정과 흡수 과

정에서 모두 교차 주입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는 것에 반하여, 분산된 개별 헥산 방울의

평균 면적은 교차 주입이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Fig. 10). 이는 교차 주입이 거듭됨

에 따라 큰 규모의 헥산 방울들이 분리되어 더 작은

다수의 방울들로 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헥산

방울의 개수와 평균 면적의 변화는 교차 주입의 후반

부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데, 이는 주 흐름

경로가 형성된 교차 주입의 후반부에서 흐름 경로를

제외한 공극 영역에서 유체 분포가 크게 변화하지 않

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험의 결과는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수행

하는 경우, 저류층 내부로의 이산화탄소와 공극수의 교

차 주입을 통해 대량으로 주입된 이산화탄소를 보다

작은 규모로 분리하여 암석의 공극 내부로 포획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작은 크기의 잔류 이산화탄소

는 증가한 비표면적으로 인하여 공극수와 암석에 더욱

쉽게 용해되게 함으로써 용해 포획을 촉진할 뿐만 아

Fig. 9. The number of blobs and saturation of n-hexane

over the course of five Drainage-Imbibition cycles. Each

data point denotes the average of five replicate experiments

(Experimental conditions: 0.1 MPa, 25oC and 10 µL/min).

Fig. 10. Average blob area of n-hexane after the completion

of the Drainage-Imbibition cycles. Each data point denotes

the average of five replicat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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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부피에 비례하여 작용하는 부력을 감소시키고 구

조 포획의 차폐능을 제고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지중저

장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한다(e.g. Herring et al., 2015).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과정에서 심부

저류층 내부에 대한 이산화탄소와 공극수의 교차 주입

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두 비혼성 유체의 거동

과 분포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투명한 마이크로모델

과 이산화탄소와 공극수의 대체 유체를 적용한 관찰

실험을 수행하였다. 배수와 흡수 과정으로 이루어진 제

1주기의 교차 주입 과정 동안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대체 과정이 완료된 후 잔류 유체의 포획 유형은 기작

에 따라 습윤성, 모관압, 막다른 공극, 포위 그리고 우

회에 의한 포획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들

은 유체의 공극 표면에 대한 습윤 특성, 공극 구조,

흐름 특성 등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교차 주입이 거듭됨에 따라 잔류 포획된 유체로

채워진 공극 주변으로 헥산과 탈이온수가 다시 주입되

고, 다양한 유형의 기작으로 다시 포획되기를 반복하

면서 복합적인 포획 기작이 작용하여 넓은 영역에 걸

쳐 포획된 유체의 잔류 양상이 나타났다. 주입되는 유

체는 이러한 복합적인 잔류 유체를 우회하여 흐름 경

로를 형성하였으며, 교차 주입의 후반부에서는 헥산과

탈이온수의 흐름 경로가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주

흐름 경로가 관찰되었다. 주 흐름 경로가 형성된 이후

에는 새로 주입되는 유체의 대부분이 주 흐름 경로에

존재하는 이전 주입 유체를 대체하며 유동하였으며, 주

흐름 경로를 제외한 공극 영역에서는 이미 잔류 포획

된 헥산과 탈이온수의 분포가 큰 변화없이 일정한 잔

류 양상을 유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주입된 유체의 대

체 효율은 포획된 유체의 영역 증가로 인하여 교차 주

입의 초반부에서는 점차 감소하다가 주 흐름 경로가

형성되고, 잔류 포획된 헥산과 탈이온수의 분포가 고

정되면서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였다.

주기적인 교차 주입이 진행됨에 따라 변화하는 공극

구조 내 헥산 방울의 크기와 개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

르면, 교차 주입이 진행됨에 따라 마이크로모델 내부

에서 분포하는 헥산 방울의 개수는 증가하는 반면, 평

균 크기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교차

주입이 반복됨에 따라 큰 규모의 헥산 방울들이 분리

되어 작은 다수의 헥산 방울을 생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의 결과를 통해 이산화탄소 지중저

장을 수행함에 있어 저류층 내부로 이산화탄소와 공극

수를 교차 주입함으로써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소규모

로 분리하여 암석 공극 내에서의 잔류 포획을 유도할

수 있으며, 거듭 반복하였을 때는 흐름이 집중된 공극

영역을 형성할 수 있음이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잔류

포획으로 인해 증가한 이산화탄소의 비표면적으로 인

해 용해 및 광물화 포획을 촉진시키고, 흐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극 영역을 증가시킴으로써 대부분의 공극

영역에서 분포하는 이산화탄소의 저장 안정성을 향상

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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