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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geological storage is currently considered as the most stable and effective technology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The saline formations for CO2 geological storage are generally located at a depth of more than 800 m

where CO2 can be stored in a supercritical state, and an extensive impermeable cap rock that prevents CO2 leakage

to the surface should be distributed above the saline formations. Trough analysis of seismic and well data, we

identified the basalt flow structure for potential CO2 storage where saline formation is overlain by basalt cap rock

around PZ-1 exploration well in the Southern Continental Shelf of Korea. To evaluate CO2 storage capacity of the

saline formation, total porosity and CO2 density are calculated based on well logging data of PZ-1 well. We

constructed a 3D geological grid model with a certain size in the x, y and z axis directions for volume estimates of

the saline formation, and performed a property modeling to assign total porosity to the geological grid. The

estimated average CO2 geological storage capacity evaluated by the U.S. DOE method for the saline formation

covered by the basalt cap rock is 84.17 Mt of CO2(ranges from 42.07 to 143.79 Mt of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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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지중저장은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CS(Carbon Capture & Storage) 저장기술 중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

적인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지중저장 대상 염대수층은 일반적으로 CO2가 초임계상태로 저장될 수 있는 지하 800 m

이상의 심도에 위치하고, 그 상부에 지표로의 CO2 누출을 막는 광역적인 불투수성 덮개암층이 분포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남해 대륙붕 탄성파 및 시추공 자료를 해석하여 덮개암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무암층과, 하부 염대수층이

발달하고 있는 현무암 대지 구조를 CO2 지중저장 유망구조로 제시하였다. 연구지역 주입대상 염대수층의 지중저장용

량을 평가하기 위해 총 공극률은 시추공 감마 및 음파검층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염대수층 구간의 온도/압

력 조건을 고려하여 CO2 밀도를 계산하였다. 정확한 주입대상 염대수층의 체적을 산정하기 위해 x, y, z 축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3차원 지질 격자 모델을 구성하였고, 염대수층 3차원 공간의 물성 분포를 지구통계학적 기법으

로 예측하는 물성 모델링을 수행하여 총 공극률 값을 지질 격자에 할당하였다. U.S. DOE 방법을 이용하여 남해 대

륙붕 현무암 대지 구조의 CO2 지중저장용량 평가 결과 평균 약 8,417만 CO2톤(최소 4,207만 ~ 최대 1억 4,379만

CO2톤)이 주입대상 염대수층 구간에 저장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주요어 : CO2 지중저장, 온실가스 감축, 현무암 대지, 3차원 지질 모델, 저장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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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CO2 배출 증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인간 활동으로

인해 환경에 미친 영향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0oC의

지구온난화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IPCC, 2018).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

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이러한 심각성

을 감안하여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1997년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국가가 기

후변화 대응에 참여토록 하는 등 세계 각국의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100년까지

전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oC로 제한하기 위한 모델

을 제시하였고 이 모델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

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

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IPCC, 2018). 우리나

라도 지난 2015년에 2030년까지의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CO2를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CO2 감축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고

CO2 포집 및 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

기술은 현재 CO2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되고 있다(IEA, 2017). CCS 저장기술은 크게 해

양저장, 광물 탄산화, 지중저장으로 구분되고, 그 중 발

생원으로부터 포집된 CO2를 육·해상 심부 지층에 주입

하여 대기와 격리하는 지중저장은 CCS 저장기술 중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기술로 인정받아 세계 각국

의 CO2 주요 감축 수단으로 연구 및 프로젝트가 수행

되고 있다(Aminu et al., 2017). 지중저장 대상 지층

으로는 심부 염대수층, 석유와 가스층, 석탄층 그리고

현무암층 등이 있으며 가장 큰 저장용량을 보이는 심

부 염대수층이 CO2 지중저장이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저장지층으로 꼽히고 있다. 바람직한 심부 염대수층의

저장구조는 일반적으로 공극의 연결성이 좋은 염대수

층의 위치가 CO2가 초임계 상태로 저장될 수 있는 지

하 800 m 이상 심도를 만족해야 하며, 상부에 지표로

의 CO2 누출을 막는 광역적인 불투수성 덮개암(cap

rock)이 존재해야 한다(Gorecki et al., 2009).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현무암층은 탄산염 광물화 반응으

로 주입된 CO2를 영구적이고 안전하게 격리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이슬란드의 CarbFix Project

와 미국 워싱턴주의 Wallula Project를 통해 현장 실

증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Gislason and Oelkers,

2014; McGrail et al., 201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O2 지중저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CO2 지중저장에

적합한 심부 염대수층, 현무암층과 같은 유망구조를 탐

사, 평가 및 선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Bachu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남해 대륙붕 2차원 탄성파 및 시추공

자료를 토대로 심부 지층 및 지질구조를 분석하여 약

50 m 두께의 현무암층과 그 하부에 200 m 이상 두

께의 염대수층을 가지는 현무암 대지 구조를 확인하였

다. 현무암층은 주입된 CO2를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안

전한 저장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Gislason

and Oelkers, 2014), 단열(fracture) 및 절리(joint)와

같은 2차 공극이 발달하지 않는다면 훌륭한 덮개암으

로 활용 가능하다(Chen et al., 1999).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현무암층을 덮개암으로 제시하고 그 하부 염

대수층과 함께 CO2 지중저장 유망구조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시추공 물리검층 자료를 이용하여 심부 지층

의 암상 및 물성을 추정하였고 3차원 지질 모델을 구

성하여 유망구조의 물성 분포를 가시화하였다. 마지막

으로 확인된 여러 지질학적 조건(염대수층 및 덮개암

의 체적, 공극률, 심도, 온도, 압력 등)을 종합하여 연

구지역 현무암 대지 유망구조의 CO2 지중저장용량을

평가하였다.

2. 연구지역 지질개관

우리나라 남해 대륙붕은 광역적으로 동중국해 대륙

붕 분지(East China Sea Shelf Basin)의 북동부에 해

당한다(Fig. 1). 동중국해 대륙붕 분지의 열개(rift)와

확장(extension)은 후기 백악기(Cretaceous)에 시작되

었다(Zhou et al., 1989). 후기 팔레오세(Paleocene)의

우장 조산운동(Oujiang movement)으로 동중국해 대륙

붕 분지 서쪽의 단층-함몰작용(faulted-depression)이

마무리되고 융기작용(uplift)이 일어나 광역적인 부정합

면이 형성되었다(Zhou et al., 1989). 에오세(Eocene)

에는 열적 침강(thermal subsidence)이 지배적이었고

후기 에오세에서 초기 올리고세(Oligocene) 사이에 일

어난 유관 조산운동(Yuquan movement)의 융기작용으

로 타이완-신지 융기대(Taiwan-Sinzi Uplift)가 형성되

었다(Lee et al., 2006). 초기 올리고세에서 초기 마이

오세(Miocene) 동안에는 동중국해 대륙붕 분지의 서쪽

부분은 광역적인 융기와 대규모의 침식(erosion)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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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Cukur et al., 2010). 중기에서 후기 마이오세동

안에는 태평양판의 서쪽으로 섭입(subduction)이 강화

되었고 후열도분지(back-arc basin)가 형성되기 시작하

였다(Zhou et al., 1989). 후기 마이오세에는 롱징 조

산운동(Longjing movement)으로 강한 압축력이 작용

하여 습곡(folding)과 역단층을 만들었고 동중국해 대륙붕

분지에 광역 부정합을 형성하였다(Lee et al., 2006).

롱징 조산운동 이후 분지 전체는 광역적인 침강 단계

에 접어들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Zhou

et al., 1989; Lee et al., 2006).

남해 대륙붕에는 고기반암 융기대(basement high)에

의해 제주분지, 소코트라분지, 도미분지 등 다수의 신

생대 퇴적분지가 분리되어 발달한다(Yoon et al.,

2009). 연구지역은 서쪽의 소코트라분지와 동쪽의 제주

분지 사이의 경계에 해당하는 고기반암 융기대인 후피

지아오 융기대(Hupijiao Rise)에 해당한다(Fig. 1). 후

피지아오 융기대는 후기 에오세에서 초기 올리고세 동

안 제주분지의 침강으로 인한 지각평형 반발(isostatic

rebound)에 의해 국부적으로 단층이 발생하고 융기하

여 침식되었으며, 후기 마이오세에 타이완-신지 융기대

가 상승하는 동안 해당지역이 전체적으로 침강하여 이

후 안정적인 퇴적환경에서 퇴적이 이루어졌다(Lee et

al., 2018).

3. 연구자료 및 방법

남해 대륙붕 연구지역의 심부 지질구조 및 층서 해

석과 CO2 지중저장에 적합한 지층 및 유망한 구조를

확인하고 지중저장용량을 평가하기 위해 과거 한국석

유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해양 탄성파 탐사를 통

하여 취득한 2차원 탄성파 탐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

구지역 내 시추공 자료는 1983년 남해 대륙붕 석유탐

사를 위해 수행된 PZ-1 시추공 물리검층 하드카피 자

료를 전산화 하여 이용하였고, 시추공 보고서(Bong et

al., 1993; KIGAM, 1997)를 참고하여 연구지역 심부

지층의 암상 및 물성 분포를 확인하였다.

탄성파 및 시추공 탐사자료 해석, 3차원 지질 모델

링은 슐럼버저사(Schlumberger)의 페트렐(Petrel) 소프

트웨어를 이용하였다. 연구지역의 심부 지층 및 지질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2차원 탄성파 탐사자료를 해석

하였으며 시간-심도 관계(time-depth relation)를 기반

으로 시추공 분석결과와 대비하여 CO2 지중저장에 유

망한 덮개암-염대수층 구조를 제시하였다. 전산화 작업

을 거친 시추공 물리검층 자료를 토대로 일련의 계산

과정을 거쳐 유망구조의 물성을 산출하였고, 시추공 보

고서(KIGAM, 1997)에 제시된 연구지역의 온도 및 압

력 구배를 이용하여 저장대상 지층 구간에서의 CO2

밀도를 계산하였다. 탄성파 및 시추공 자료로부터 해

석된 시간 구조를 심도 구조로 변환하고, 지하 유망구

조에 대한 3차원 지질 모델링을 수행하여 x, y, z 축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지질격자로 구성하였

다. 이어서 지구통계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3차원 공간

의 물성 분포를 예측하는 물성 모델링을 수행하여 시

추공 물리검층 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물성 값을 지질

격자에 할당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유

망구조의 체적, 공극률, CO2 밀도 등의 지질학적 조건

을 이용하여 DOE-NETL(2008)에서 제시한 U.S.

DOE 방법으로 연구지역 CO2 주입대상 지층에 대한

지중저장용량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4. 자료 해석

4.1. 시추공 자료 분석

PZ-1 시추공은 우리나라 남해 대륙붕 석유탐사의 일

환으로 제주도 남단해역에서 1983년 한국석유공사가

시추한 공으로 총심도는 약 1200 m에 이른다(Fig. 2).

PZ-1 시추공의 과거 암상과 미화석 분석결과(Bong et

al., 1993)에 의하면 해저면부터 시추심도 약 630 m

Fig. 1. Structural and tectonic elements of the northern

East China Sea(modified from Pigott et al., 2013). Box

represents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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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은 주로 미고결 천해(연안 및 내대륙붕) 사질 퇴적

물로 구성되어 있고 다량의 패각편 및 유공충 화석편

이 나타나는 플라이오-플라이스토세(Plio-Pleistocene)

로 해석된다. 시추심도 약 630 m 하부구간의 암상은

반고화상태의 모래 혹은 점토가 우세하며, 해양화석은

산출되지 않아 중기 및 후기 마이오세 육상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Yoon et al., 2009). 심도

942~995 m에는 현무암질 용암류(basaltic lava flow)

가 분포하고 K/Ar에 의한 절대연령 측정 결과

14.55±1.25 Ma로 중기 마이오세를 지시하고 있다

(Bong et al., 1993). 현무암층 하부에는 주로 미고결

상태로 다양한 입도를 보이는 사암과 이암으로 구성된

퇴적층이 기반암 상부까지 분포한다(KIGAM, 1997).

기반암은 심도 약 1,200 m에서 확인되며 압쇄상 화강

편마암(mylonitic granite gneiss)이 발달한다(Fig. 2;

KIGAM, 1997; Yoon et al., 2009).

4.2. 탄성파 자료 해석

탄성파 단면도상에서 후피지아오 융기대의 층서를

음향 기반암(acoustic basement)을 포함하여 크게 3개

의 층단위로 구분하고 고생물 기반 연대분석 결과(Yun

et al., 1999)와 대비하였다. 가장 하부에는 탄성파 왕

복주시 약 1.2초에 확인되는 반사면을 상부 경계로 하

는 음향 기반암이 위치하고 이는 백악기(Cretaceous)

로 추정된다(KIGAM, 1997; Yoon et al., 2009). 음

향 기반암 상부에는 탄성파 왕복주시 약 0.6초 부근의

Fig. 2. Geological summary of the PZ-1 well in Hupijiao Rise(modified from KIGAM,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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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부정합면을 상부 경계로 하는 마이오세 퇴적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마이오세 퇴적

층 상부에는 플라이오-플라이스토세 층이 상부 경계면

인 해저면까지 큰 기복 없이 평탄하게 분포한다. 탄성

파 단면도상 반사면의 수평방향 연속성이 양호하고 평

탄한 것으로 보아, 마이오세부터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퇴적환경에서 퇴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Koh

et al., 2016).

탄성파 단면도상 PZ-1 시추공 하부 탄성파 왕복주

시 약 0.99초 부근에 강한 탄성파 반사면이 발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3). 일반적으로 탄성파

단면상에서 높은 음향임피던스로 인한 고진폭의 연속

성이 좋은 반사면은 화산암체로 해석된다(Koh et al.,

2016). 따라서 PZ-1 시추공을 가로지르는 탄성파 단면

도상에 발달하는 고진폭의 탄성파 이상대는 PZ-1 시추

공의 심도 약 942~995 m에 분포하는 현무암층과 대

비된다. 

시추공 분석자료를 토대로 현무암층과 대비되는 고

진폭의 탄성파 반사면을 해석한 결과 후피지아오 융기

대 지역에는 약 88.44 km2에 이르는 면적에 현무암층

이 분포하고 있다(Fig. 4). 현무암층은 주입된 CO2를

탄산염 광물화 반응으로 고정하여 안정적이고 영구적

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Gislason

and Oelkers, 2014), 단열 및 절리와 같은 2차 공극

이 발달하지 않는다면 훌륭한 덮개암으로도 활용이 가

능하다(Chen et al., 1999).

4.3. 공극률 산출

CO2 지중저장은 심부 염대수층 내 공극에 포집된

CO2를 주입하여 저장하는 것으로 주입대상 염대수층

Fig. 3. Seismic profile traversing PZ-1 well in the Hupijiao Rise. See Fig. 1 for location.

Fig. 4. Time structure map of basalt flow. (a) Time

structure map of basalt flow with acoustic basement.

Contour interval is 0.5 s. Dotted gray lines represent 2D

seismic tracks of KNOC and KIGAM. (b) Seismic profile

with time structure map of basalt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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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극 비를 나타내는 공극률은 CO2 지중저장용량

평가에 중요한 변수이다. 연구지역의 공극률은 시추공

물리검층 자료 중 중성자검층(NPHI), 밀도검층

(RHOB), 음파검층(Sonic)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PZ-1 시추공 물리검층 자료를 이용하여 공극률

을 산출한 결과, 중성자검층 및 밀도검층을 이용하여

산출한 공극률의 경우 음파검층으로 산출한 공극률과

비교하였을 때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공극률 값을

보여, 가장 정상적인 범위의 공극률 분포를 보이는 음

파검층으로 산출한 공극률이 연구지역의 공극률로 가

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지역 현무암 대지

구조의 음파검층에 의한 공극률(φS)은 미고결층에 대한

고결보정(compaction correction)이 따로 필요 없는

RHG 식(Raymer et al., 1980)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Asquith and Krygowski, 2004).

(식 1)

 = 음파검층에 의한 공극률

 = 시추공 음파검층 자료

 = 기질 음파속도 (= 56 µs/ft)

여기서 시추공 음파검층 자료( )는 PZ-1 시추공

물리검층 자료를 이용하였고 기질 음파속도( )는

사암의 일반적인 음파속도(= 56 µs/ft)로 가정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음파검층에 의한 공극률은 연장성이 낮

은 공극을 가지는 셰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추

가적인 보정이 필요하다(Johnson and Pile, 2002). 셰

일 영향을 보정한 공극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셰일체

적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셰일체적은 감마선검층 자료

를 이용하여 산출된다. 먼저 셰일체적 산출을 위해 감

마선검층지수( )를 다음 식 2로 계산하였다(Asquith

and Krygowski, 2004).

(식 2)φ S

5

8
---

Δtlog Δt
ma

–

Δtlog
------------------------×=

φ S

Δtlog
Δt

ma

Δtlog
Δt

ma

I
GR

I
GR

GRlog GRmin–

GRmax GRmin–
--------------------------------=

Fig. 5. Well log analysis of PZ-1 well. SPHI : sonic-derived porosity. Vsh : shale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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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마선검층지수

 = 감마선검층 자료

 = 사암 기준선 (sand baseline)

 = 셰일 기준선 (shale baseline)

감마선검층 자료( )는 PZ-1 시추공 물리검층

자료를 이용하였고 사암( ) 및 셰일( ) 기

준선은 감마선검층 자료의 P5, P95에 해당하는 값으로

각각 32, 92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셰일체적( )은 다

음 식 3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Clavier et al., 1971).

(식 3)

마지막으로 음파검층에 의한 공극률( ) 값을 다음

식 4를 이용하여 셰일의 영향을 보정하였다(Johnson

and Pile, 2002).

(식 4)

 = 셰일 영향을 보정한 공극률

 = 셰일 공극률

셰일 영향을 보정한 공극률( )은 총 공극률(φ tot)

에 해당하며 심도에 따른 PZ-1 시추공 물리검층 기록을

이용하여 심도별 총 공극률 값을 산출하였다(Fig. 5).

연구지역 탄성파 및 시추공 자료해석을 통해 PZ-1

시추공 주변 현무암 대지 구조를 도출하였다. 현무암

대지 구조는 CO2가 초임계 상태로 저장될 수 있는 지

하 800 m 이상 심도에 염대수층이 위치하고, 그 상부

에 분포하는 현무암층은 분출 전후, 구조작용 없이 안

정적으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2차 공극의 발생

가능성이 적어, 덮개암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에서는 CO2 지중저장이 가능한 유망구조로

현무암 대지 구조를 제시하고 저장용량을 평가하였다.

5. 3차원 지질 모델링

5.1. 3차원 지질격자 모델링

남해 대륙붕 현무암 대지 구조의 정확한 체적을 산

정하고 물성의 분포를 가시화하기 위해 3차원 지질격

자 모델링(3D geological grid modeling)을 실시하였

다. 먼저 PZ-1 시추공 자료와 탄성파 단면상 부정합면

의 대비를 통해 확인된 체크샷(check-shot)을 이용하여

시간-심도 관계를 확인하고(KIGAM, 1997; Fig. 6),

탄성파 단면상 부정합면 및 현무암 대지 반사면을 해

석하여 구성한 시간 구조 경계면을 심도 영역으로 변

환(time-depth conversion)하였다. 현무암 대지 구조의

분포 면적 약 88 km2를 모델링 영역으로 설정하고 심도

영역 경계면을 입력하여 x, y 축 방향으로 50×50 m

크기의 단위격자(cell)로 이루어진 3차원 모델을 구성

하였다(Fig. 7a). 현무암 대지 하부 염대수층 구간의

수직 층 구조는 탄성파 단면상 반사면의 수평방향 연

속성이 좋고 평탄하게 퇴적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균질(proportional)하게 50개의 수직 레이어로 나누었다.

3차원 지질격자 모델링으로 구성된 현무암 대지 구조

염대수층 구간의 단위격자 개수는 2,376,150개이고, 총

암석 체적(bulk rock volume)은 19.31 km3으로 산정

하였다.

5.2. 3차원 물성 모델링

시추공 물리검층 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물성 값을 3

차원 지질격자에 할당하기 위해 지구통계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3차원 공간의 물성 분포를 예측하는 물성 모

델링(property modeling)을 수행하였다(Fig. 7b~d).

연구지역 PZ-1 시추공 검층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셰일

체적 및 총 공극률 값을 3차원 지질격자에 할당하기

위해 업스케일(upscale)을 수행하였다. 연구지역에는 1

개의 시추공이 분포하여 물성 모델링을 수행하는데 제

한적이기 때문에 저장층 구간의 물성 분포를 간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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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ime-depth relation derived from check shot of PZ-1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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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시하는 탄성파 속성(seismic attribute)인 RMS

진폭(RMS amplitude) 단면도를 구성하여 물성 모델링

에 2차 변수(secondary variable)로 활용하였다. PZ-1

시추공에서 업스케일한 물성 값을 가우시안 랜덤 시뮬

레이션(gaussian random function simulation) 지구통

계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3차원 지질격자에 할당하였고

RMS 진폭 단면도를 2개 이상의 속성을 이용하여 보

간(interpolation)을 유도하는 방법인 공동크리깅(co-

kriging)으로 반영하였다. 3차원 물성 모델링 결과 현무

암 대지 하부 염대수층 구간의 평균 총 공극률은

27.80%로 산출되었다(Fig. 7d).

6. CO2 지중저장용량 평가

6.1. CO2 지중저장용량 평가 방법

심부 염대수층 내 CO2 지중저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로 주입

된 CO2가 액체 또는 초임계 상태를 유지하는 심도(일

반적으로 800 m 이상)에 염대수층이 위치해야 하고,

두 번째로 지층수의 용존 고형물 총량(TDS)이 음용수

로 부적절한 것(염수)으로 간주 되는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잠재 지하수 공급원으로 CO2의 이동

을 막을 수 있는 광역적인 불투수성 덮개암이 염대수

층을 덮고 있어야 한다(Gorecki et al., 2009). 연구지

역의 현무암 대지 구조는 900 m 이상 심도에 200 m

이상 두께의 염대수층과, 그 상부에 분출 전후 안정적

이고 평탄한 퇴적으로 단층, 단열 및 절리와 같은 2차

공극의 발생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예상되는 현무암층

이 배사형 구조로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무암 대지

구조의 현무암층을 덮개암, 하부 염대수층을 저장층으

로 해석하고 CO2 지중저장용량 평가를 수행하였다. 남

해 대륙붕 현무암 대지 하부 저장층 구간의 CO2 지중

저장용량은 연구지역 탄성파 및 시추공 자료 등 가용

한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매개변수들이 산정 가능한,

심부 염대수층 대상 체적 기반 CO2 지중저장용량 평

가 방법인 U.S. DOE 방법(DOE-NETL, 2008)을 이

용하여 평가하였다(식 5).

Fig. 7. 3D geological grid modeling and property modeling of basalt flow structure. (a) zone model, (b) shale volume model,

(c) SPHI(sonic derived porosity) model, (d) total poros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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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

 : CO2 저장 질량

At : 저장층 면적

hg : 저장층 두께

φ tot : 총 공극률

ρ : CO2 밀도

Esaline : 저장 효율 계수

저장층의 면적(At)과 두께(hg)의 곱은 저장층의 체적

으로 남해 대륙붕 탄성파 및 시추공 자료를 토대로 구

성된 3차원 지질격자 모델을 이용하여 얻은 염대수층

구간의 총 암석 체적(bulk rock volume)으로 산정하

였다. 총 공극률(φ tot)은 PZ-1 시추공 검층자료를 이용

하여 염대수층 구간의 3차원 물성 모델링을 수행하여

산출하였다. CO2 밀도(ρ)는 주입대상 염대수층 구간의

온도 및 압력 조건하에서 Span and Wagner(1996)가

제안한 상태방정식(EOS, Equation Of State)으로 계

산할 수 있다. PZ-1 시추공의 온도구배(2.99℃/100 m)

와 연구지역 인근 시추공의 압력구배(1.39 psi/m)로 현

무암 대지 하부 저장층 구간의 중간 심도에서의 온도

와 압력을 추정하여 CO2 밀도를 계산하였다. 저장 효

율 계수(Esaline)는 지질 및 변위 매개변수 등을 포함하

여 나타내며 염대수층 공극 내에 저장 가능한 용적 비

율을 뜻한다. 저장 효율 계수는 다음과 같은 식 6으로

표현된다.

Esaline = EAn/AtE hn/hgEΦe/Φ totEVEd (식 6)

식 6에서 각 매개변수들의 범위는 IEA GHG(2009)

에서 실시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결정되었다

(Table 1). 본 연구에서는 현무암 대지 하부 염대수층

의 암상의 층후를 세분화하지 않고 제시하였기 때문에

U.S. DOE에서 각 매개변수의 범위로 몬테카를로 방법

을 통해 기존보다 보수적으로 산출한 Formation 수준

의 저장 효율 계수를 적용하였다(Table 2; Goodman

et al., 2011). 이를 통해 남해 대륙붕 현무암 대지 구

조에 P10, P50, P90의 저장 효율 계수를 적용하여 주입

대상 염대수층 구간의 CO2 지중저장용량 평가를 수행

하였다.

6.2. CO2 지중저장용량 평가 결과

탄성파 및 시추공 자료를 바탕으로 남해 대륙붕 후

피지아오 융기대 지역에 위치하는 CO2 지중저장에 유

망한 현무암 대지 구조를 도출하고 CO2 저장층 구간

의 지질학적 조건을 분석하여 U.S. DOE 방법으로

CO2 지중저장용량 평가를 실시하였다(Table 3). 남해

대륙붕 현무암 대지 구조는 덮개암 역할이 가능한 현

무암층이 88.44 km2의 면적으로 분포한다. 최근 현무

암은 잠재적인 CO2 지중저장층으로써 주목받고 있지

만, 현무암질 용암류(basaltic lava flow) 또는 현무암

G
CO

2

AthgφtotρEsaline=

G
CO

2

Table 1. Parameter for saline formation efficiency(IEA GHG, 2009)

Geologic variables Displacement variables

Net to 

Total Area

Net to Gross 

Thickness

Effective to 

Total Porosity

Volumetric 

displacement 

efficiency

Microscopic 

displacement 

efficiency

Lithology EAn/At Ehn/hg EΦe/Φtot EV Ed

Clastics 0.2 – 0.8 0.21 – 0.76 0.64 – 0.77 0.16 – 0.39 0.35 – 0.76

Table 2. Saline formation efficiency factors at the

formation scale(Goodman et al., 2011)

Esaline = EAn/AtEhn/hgEΦe/ΦtotEVEd

Lithology
Monte Carlo method

P10 P50 P90

Clastics 1.2% 2.4% 4.1%

Dolomite 2.0% 2.7% 3.6%

Limestone 1.3% 2.0% 2.8%

Table 3. Geological conditions and CO2 storage capacity of the saline formation

Area

(km2)

Thickness

(m)

Rock 

volume

(km3)

Vsh

(%)

Total 

Porosity

(%)

Pressure

(MPa)

Temp.

(oC)

CO2 

density

(kg/m3)

Storage capacity

(Mt CO2)

P10 P50 P90

Saline

formation
88.44 216.11 19.31 21.41 27.80 10.95 41.89 653.16 42.07 84.17 1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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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입암체(basalt intrusions)는 주로 고밀도 결정질

(dense crystalline) 현무암으로 구성되어(Thien et al.,

2015) 단층, 단열 등 2차 공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훌륭한 덮개암으로 활용될 수 있다(Chen et al.,

1999; McGrail et al., 2006). 현무암층 하부에는 육상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암과 이암으로 이

루어진 약 216 m 두께의 염대수층이 분포하고 있다.

연구지역의 현무암 대지 구조는 800 m 이상의 심도에

위치하고 지구조 활동 없이 안정적인 퇴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어 CO2 지중저장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

된다.

3차원 지질격자 모델링 및 물성 모델링을 이용하여

현무암 대지 구조의 주입대상 염대수층 구간의 체적을

19.31 km3, 총 공극률을 27,80%로 산출하였다. 주입

대상 염대수층 구간의 중간 심도에서 CO2 밀도는

653.16 kg/m3로 계산하였다. 가용한 자료를 토대로 확

인된 지질학적 조건과 Formation 수준의 저장 효율

계수를 적용하여 남해 대륙붕 현무암 대지 구조의

CO2 지중저장용량을 평가한 결과 P50 기준 8,417만

CO2톤(P10 기준 4,207만 CO2톤, P90 기준 1억 4,379

만 CO2톤)이 주입대상 염대수층에 저장 가능한 것으

로 예측되었다(Table 3).

7. 결 론

남해 대륙붕 탄성파 및 시추공 자료를 이용하여 후

피지아오 융기대 지역에 분포하는 CO2 지중저장에 유

망한 현무암 대지 구조를 제시하고 CO2 저장용량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 2차원 탄성파 자료와 시추공 분석자료를 통해 배사

구조를 이루는 약 50 m 두께의 현무암 대지가 약

88 km2의 면적으로 분포하고, 하부에는 약 200 m

두께의 염대수층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3차원 지질격자 모델링과 물성 모델링을 통해 현

무암 대지 구조의 주입대상 염대수층 체적을 약

19 km3로 산정하였고, 시추공 물리검층 자료를 기

반으로 염대수층 구간의 총 공극률을 평균 28%로

산출하였다.

3.현무암 대지 구조의 염대수층 구간 중간심도에서

의 온도, 압력조건을 추정하여 CO2 밀도를 약

653 kg/m3으로 계산하였고, Formation 수준의 저

장 효율 계수를 적용하여 U.S. DOE 방법으로 현

무암 대지 구조에 대한 CO2 지중저장용량 평가를

수행하였다.

4.남해 대륙붕 후피지아오 융기대 지역에 분포하는

현무암 대지 구조에 대한 CO2 지중저장용량 평가

결과, 평균 약 8,417만 CO2톤(최소 4,207만 ~

최대 1억 4,379만 CO2톤)이 주입대상 염대수층에

저장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남해 대륙붕 지역에 CO2 지중저장

유망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

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제주도 동부해역에 수 백 km2

에 이르는 현무암 대지 구조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ang et al., 2018, Shin et al., 2019).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18년 남해 대륙붕에서

심부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여 연구지역 현무암 대지

구조 북서 방향으로 약 20 km의 가까운 거리에 유사

한 규모와 심도를 보이는 고진폭의 반사면을 확인하였

고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현무암 대지 구조와 유사

한 구조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현무암 대지

구조 CO2 지중저장용량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남해

대륙붕 전반에 분포하는 CO2 지중저장 유망구조 평가

에 적용한다면, 보다 실증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대용량 CO2 저장소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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