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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ineralogical properties of caprock samples from drilling cores of the Pohang basin, which is the research
area for the demonstration-scale CO2 storage project in Korea. The interaction of water-rock-gas that can occur due to CO2 injection
was identified using geochemical modeling. Results of mineralogical studies, together with petrographic data of caprock and data on
the physicochemical parameters of pore water were used for geochemical modeling. Modelling was carried out using the The
Geochemist’s Workbench 14.0.1 geochemical simulator. Two steps of modeling enabled prediction of immediate changes in the
caprocks impacted by the first stage of CO2 injection and the assessment of long-term effects of sequestration. Results of minerlaogical
analysis showed that the caprock samples are mainly composed of quartz, K-feldspar, plagioclase and a small amount of pyrite, calcite,
kaolinite and montmollonite. After the injection of carbon dioxide, the porosity of the caprock increased due to the dissolution of
calcite, and dawsonite and chalcedony were precipitated as a result of the dissolution of albite and k-feldspar. In the second step after
the injection was completed, the precipitation of dawsonite and chalcedony occurred as a result of dissolution of calcite and albite, and
the pH was increased due to this reaction. Results of these studies are expected to be used as data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efficiency of mineral trapping capture in long-term storage of carbon 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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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포항분지 영일층군 덮개암 시료의 광물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산화탄소 주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암
석-가스의 상호작용을 지화학 모델링을 이용하여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XRD, MICP, BET 분석을 실시하여 덮개암의 광물암
석학적 및 공극 특성을 파악하였고, 광물학적 연구 결과와 공극수의 물리화학적 변수 자료들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주입 후
단기간 변화와 장기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두 단계의 지화학 모델링(The Geochemist’s Workbench 14.0.1)을 수행하였다. 연
구 결과, 포항분지 영일층군의 덮개암은 석영, 알바이트, K-장석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소량의 백운모, 황철석, 방해석, 카올
리나이트, 몬모릴로나이트로 이루어져 있다. 지화학 모델링 결과, 이산화탄소의 주입 후 덮개암은 방해석의 용해로 인해 공극률
이 증가하고 알바이트와 K-장석의 용해 결과 도소나이트와 은미정질 실리카(칼세도니)가 침전되었다. 주입이 완료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방해석과 알바이트의 용해 결과 도소나이트와 은미정질 실리카(칼세도니)의 침전이 일어나며, 이 반응으로 인해 pH
는 증가하였다. 또한 덮개암에서 이산화탄소를 포획할 수 있는 광물은 도소나이트 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장기
간의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 있어 광물 포획의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CO2 지중저장, 포항분지, 덮개암, 물-암석-가스 반응, 지화학 모델링

1. 서 론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은 온실가스의 최대 발생원으로
부터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농축
시킨 후 지하 수 km 이하의 안정적인 지질구조 내로 격
리시키는 방법으로 저장용량이나 장기적인 안정성 측면
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IPCC, 2005;
Michael et al., 2010). 지하 심부 저류층에 주입된 이산
화탄소는 구조적 포획(structural trapping), 잔류 포획
(residual trapping), 용해성 포획(solubility trapping), 광물
포획(mineral trapping) 등의 물리화학적 기작에 의해 격
리된다. 이러한 포획 기작은 이산화탄소 주입 이후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며, 주입 초기 단계에서는 압력과
중력에 의한 유체의 흐름, 모세관 압력 효과 및 전도, 대
류 및 확산에 의한 열흐름과 같은 구조적, 층서적 또는
유체역학적 포획과 같은 물리적 과정이 지배적이지만(Xu
et al. 2003), 이산화탄소 주입이 완료된 이후 단계에서는
용해성 포획 또는 광물성 포획과 같은 화학적 과정이 작
용한다(Golding et al., 2013). 화학적 포획 과정인 용해성
포획과 광물성 포획은 덮개암의 광물암석학적 특성, 공

극수 구성, 압력 및 온도 값, 운동 반응 속도 상수에 관
한 정보에 의해 좌우되며, 특히 광물 포획은 다른 포획
기작들보다 저장용량과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이다(Hitchen, 1996). 국내 외에서는 이산화탄소 지
중 저장 기술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며, 다양한 지질환경에서 일정 기간 동안 물-암석-이산화
탄소 반응을 모사한 실내 배치 실험 연구(Park et al.,
2013; Park et al., 2014; Qafokuet et. al., 2014; Lassen et
al., 2015; Yang et al., 2015; Kim et al., 2016)와 PHREEQC,
Geochemist‘s Workbench, TOUGH2 등의 지구화학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장기간 동안의 이산화탄소 격리와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예측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Parkhurstand Appelo, 1999; Xu et al., 2004; Kjøller
et al., 2011; Kim et al., 2016; Lee et al., 2017).
이 연구는 이산화탄소 지중 주입 실증 연구 지역인 포
항분지 영일만 일대의 심부 지층을 대상으로 지화학 모
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의 주입에 의한 덮
개암-물-가스의 상호작용에 의한 장기적인 안정성을 평
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지역의 지하 800m
이하에 존재하는 덮개암의 광물학적 및 암석학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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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고, 지화학 모델링을 이용하여 광물의 용해와 침
전, 공극률의 변화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장기간 반응을
통하여 주입된 이산화탄소-물-덮개암 간의 상호 반응 결
과로서 광물 조성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지역 및 덮개암 시료
연구 지역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의 근해 지역으로
(Fig. 1), 포항분지에 속한 영일층군이며 제3기 신생대의
퇴적분지로서 높은 공극률을 지닌 해성 기원의 쇄설성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Sohn et al., 2011). 이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연구지역의 시추공에서 확보된 시추 코어
중에서 깊이 724m, 769m, 807m 부근에서 채취한 세 가
지 덮개암을 사용하였다. 덮개암 시료는 물과 접촉하면
쉽게 부서지는 반고결 상태의 펠리틱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다.
2.2. 광물학적 연구 방법
덮개암의 구성광물을 규명하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
(XRD; X'Pert-MPD System, Philips)을 실시하였다. XRD
분석은 Cu-Kα 타겟과 Ni-필터를 사용하여, 전압 30 kV,
전류 20mA, 측정범위 5 ~ 80°, 주사속도 4°/min의 조건
으로 분석하였다. XRD 분석을 통해 획득된 결과자료는
XRD 분석프로그램(PANalytical X'Pert HighScore Plus,
PANalytical)을 이용하여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을 수행하
였다.

덮개암의 공극률을 알아보기 위해 암석 시료를 약 1 cm3
의 크기로 성형하여 50oC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한 후 수
은 공극률 측정기(AutoPore IV 9550, Micrometrics)를 이
용하였다. 수은 공극률 측정기는 일정 압력에서 수은에
의해 채워지는 공극의 직경이 압력에 반비례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압력을 높이면서 공극에 채워지는 수은
의 부피를 측정하여 시료의 공극 부피, 공극 크기의 분
포, 표면적 등을 구할 수 있다. 실험에 적용된 압력 범위
는 0.05 ~ 60,000psi이다. 또한 BET 비표면측정기(ASAP2420, Micrometrics)를 이용하였으며, 질소(N2) 흡착에 의
한 덮개암의 비표면적과 공극부피를 측정하였다.
2.3. 지화학 모델링
이 연구에 사용된 지화학 모델링은 The Geochemist’s
Workbench(GWB) 14.0.1을 이용하였으며, 지중 주입된
이산화탄소가 덮개암과 대수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구
화학적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100일 동안 이산화탄소
를 주입하고, 주입 종료 후에는 장기 격리 기간을 10,000
년으로 설정하였다. 100일 동안의 이산화탄소 주입 단계
는 이산화탄소 주입과 동시에 대수층과 덮개암의 즉각적
인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며, 10,000년 동안의 장기
격리는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영향
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지화학 모델링을 수행하는 동
안 연구지역에서의 물-암석-가스의 지화학적 변화를 통
해 침전되거나 용해되는 광물상의 양과 부피를 평가하고,
공극률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이산화탄
소-공극수-덮개암과의 상호반응에 대한 지화학 모델링에
서는 덮개암을 구성하는 광물의 열역학 데이터와 정량적
분석값, 공극수의 물리화학적 변수(pH=5.98, Na+=22,990
mg/l, Cl-=35,450 mg/l)들이 필요하며, 반응이 시작됨과
동시에 가스와 공극수 사이에 완전한 혼합이 이루어졌다
고 가정하였다.
이 때, 사용된 광물의 용해 및 침전 속도 방정식은 다
음과 같다(Lasaga, 1995).
Q
rk = A S kT ⎛ 1 – ----⎞
⎝ K⎠

Fig. 1. Geological map and drilling location of the this study
area in the Pohang bas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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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rk 는 반응 속도[mol/s]이며, AS 는 광물의 표면
적[cm2], kT 는 T 온도에서의 속도 상수[mol/cm2s], Q는
반응지수, K는 평형 상수이다. 식 (1)에 의하며, 반응속
도는 속도 상수와 면적에 비례하며, 주어진 광물이 과포
화되면 침전되고, 불포화되면 용해된다. Arrhenius 법칙
은 온도 T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반응속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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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inetic rate parameter at 25 C (data from Palandri and
Kharaka, 2004)
o

k

Mineral
Quartz

EA (J/mol)

2

25

(mol/m ·s)
-14

87.6

-13

69.8

-13

38.0

-14

22.0

-13

22.2

-15

48.0

-6

23.5

-8

56.9

1.02×10

Albite

9.12×10

K-feldspar

3.89×10

Muscovite

2.82×10

Kaolinite

1.00×10

Montmorillonite

3.89×10

Calcite

1.55×10

Pyrite

3.02×10

3. 결과 및 토의

–E 1
1
kT = k25 exp --------A- ⎛ --- – ----------------⎞
R ⎝ T 298,15⎠

(2)

여기서, k25는 25oC일 때 평형 상수[mol/m2·s], EA 는 활
성화 에너지[J/mol], R은 기체상수(8.3143 J/K·mol), T는
절대온도이다. 이 모델에서 사용된 광물의 반응 속도 상
수(kinetic rate constants)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Palandri
and Kharaka, 2004).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는 용액의 온도, 압력과 이온강도
의 함수로서, Duan and Sun(200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심도 800m 이하의 심부 대수층에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초임계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 압력 조건인 40oC와
100 bar에서 1M의 NaCl에서의 이산화탄소 용해도는 약
1 M이며, 순수한 물에서의 이산화탄소 용해도보다 23%
더 낮다(Duan et al., 2006).
−

CO 2 ( g ) + H 2 O ↔ H2 CO3 ↔ 2HCO 3 + H

+

(3)

식 (3)에서와 같이 H2CO3의 해리로 인해 pH는 감소되
고, 특히 약 50oC의 온도조건에서 pH가 최소값에 도달한
다고 하였다(Rosenbauer et al., 2005). 따라서 상대적으
로 낮은 온도에서 수소 이온의 높은 유용성(availability)
으로 인해 덮개암을 구성하는 광물들의 가수분해를 향상
시키고 결과적으로 광물 포획 또는 용해 포획의 기작으
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모델에 사용된 온도, 압력과 이산
화탄소 퓨가시티(fugacity)는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이
산화탄소 지중저장시 이산화탄소가 초임계상으로 존재할
Table 2. Temperature, pressure and CO fugacity data for this
study
2

Depth
(m b.s.l.)
Caprock

724 ~ 807

Temperature
( C)
o

40

Pressure
(bar)
100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그러나, 지화학 모
델링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GWB에서의 압력 변수는
퓨가시티로 입력해야 하므로, Duan Group (http://www.
geochem-model.org/models/CO2/)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Duan et al., 2006).

CO
fugacity
(bar)
2

57.8

3.1. 광물학적 분석 결과
연구지역의 3개 덮개암에 대한 XRD 분석결과, 석영
(quartz), 알바이트(albite), K-장석(K-feldspar), 백운모
(muscovite), 황철석(pyrite), 방해석(calcite), 카올리나이트
(kaoli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의 피크가 확
인되었으며(Kim et al., 2020), XRD 분석 프로그램
(PANalytical X’Pert HighScore Plus)을 이용한 정량분석
결과, 석영이 53.2~56.2%로 가장 많았고, K-장석이
25.2~28.4%, 알바이트가 10.9~12.8%로 구성되어 있고, 백
운모(1.0~2.9%), 황철석(1.2~2.6%), 방해석(0.8~2.2%), 카
올리나이트(1.1~2.9%)와 몬모릴로나이트(0.2~0.6%)들로
이루어져 있다(Table 3). 덮개암의 공극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MICP와 BET 분석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덮
개암의 공극률은 17.05% (YM1), 15.37% (YM2), 12.15%
(YM3)이며, 비표면적은 14.93 m2/g (YM1), 19.75 m2/g
(YM2), 48.88 m2/g (YM3)이다. 또한 공극 부피의 경우, YM1
은 0.054 cm3/g, YM2는 0.067 cm3/g. YM3은 0.097 cm3/g
이다. 3개의 덮개암 시료 중에서 가장 큰 차폐능을 가지
Table 3. Mineral Composition of caprock used in this study
(wt%)
Mineral

YM1

YM2

YM3

Quartz

53.6

56.2

53.2

Albite

12.8

11.1

10.9

K-feldspar

26.6

28.4

25.2

Muscovite

1.2

1.0

2.9

Kaolinite

2.9

1.1

2.4

Montmorillonite

0.4

0.2

0.6

Calcite

1.2

0.8

2.2

Pyrite

1.3

1.2

2.6

Table 4. Porosity, surface area and pore volume of the caprock
used in this study
Porosity (%)
2

BET Surface area (m /g)
3

Pore Volume (cm /g)

YM1

YM2

YM3

17.05

15.37

12.15

14.93

19.75

48.88

0.054

0.067

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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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results of the geochemical modeling at the stage of CO injection. (a) fCO , (b) concentration of CO (aq) and HCO ,
(c) pH, and (d) porosity.
-

2

는 YM1의 광물 조성과 공극 특성 분석 결과 자료들을
모델링에 활용하였다(Kim et al., 2020).
3.2. 지화학 모델링 결과
지화학 모델링은 이산화탄소를 지중 주입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덮개암의 광물학적 특성과 공극률의 변화를 예
측하기 위한 것으로, 덮개암의 광물 조성과 공극률, 공극
수의 물리화학적 변수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산화탄소를
100일 동안 주입하고, 주입 종료 후에는 10,000년 동안
의 장기 격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수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이산화탄소를 100일 동안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과정으로 모델링 결과는 Fig. 2에 제시하였다.
퓨가시티(fCO2)는 57.8 bar까지 계속 증가하고(Fig. 2(a)),
식 (3) 에서와 같이 물에 용해된 이산화탄소는 분자 형태
가 아닌 수용성 형태로 존재하며 CO2 (aq)와 HCO3-의 농
도는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2(b)). 공극수
와 덮개암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공극수의 pH는 이산화
탄소 주입 전 5.98에서 주입 후 4.6으로 급격히 감소하다
가 다시 서서히 감소되어 3.98로 안정화 되는 것이 관찰
되었다(Fig. 2(c)). 또한 덮개암의 공극률은 주입 전 17.01%
에서 주입 후 23.05%로 약 6% 증가하였으며(Fig. 2(d)).
이는 주입된 이산화탄소가 물과 반응하여 탄산으로 해리

2

2

3

되어 그 결과 덮개암을 구성하는 탄산염 광물인 방해석
과 규산염 광물이 용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방해석의 용
해로 인해 식 (4)에서와 같이 HCO3- 이온의 농도가 증가
하고, 알바이트의 용해로 인해 식 (5)에서와 같이 도소나
이트와 은미정질 실리카(칼세도니)가 생성된다. 또한, 카
올리나이트의 가수 분해 결과, 식 (6)에서와 같이 은미정
질 실리카(칼세도니)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Fig. 3. The results of the geochemical modeling at the stage of
CO injection showing the dissolution and precipitation of
minerals as a funciton of reaction tim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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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results of the geochemical modeling since termination of CO injection. (a) fCO , (b) concentration of CO (aq) and HCO , (c)
pH, and (d) porosity.
-

2

2+

−

CaCO 3 + CO 2 ( aq ) + H2 O ↔ Ca + 2HCO 3

(4)

NaAlSi3O8 + CO2(g) + H2O ↔ NaAlCO3(OH)2 + 3Si2O
Albite

Dawsonite

Chalcedony

(5)
+

3+

Al2 Si2 O 5 ( OH ) 4 + 6H + H2 O ↔ 6H 2 O + 2Al + 2SiO2
Kaolinite

Chalcedony

(6)
두 번째 단계는 이산화탄소 주입이 끝난 이후 10,000
년 동안 격리되는 과정으로 모델링 결과는 Fig. 4에 제시
하였다. 이산화탄소 주입이 끝난 이후 이산화탄소 퓨가
시티는 57.8 bar에서 0.001 bar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졌
다가 다시 상승하여 0.002 bar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
다(Fig. 4(a)). 이산화탄소 퓨가시티와 마찬가지로 CO2 (aq)
와 HCO3- 의 농도도 급격하게 떨어진 이후에,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또한, pH가 5.9로 빠르게 상승하고, 그 이후
기간 동안 덮개암-공극수와의 반응에 의해 약 5.8로 안정
화되었다(Fig. 4(b)와 4(c)). 이 단계에서 덮개암의 공극률
은 이산화탄소 주입 후 감소하였다가 약간 증가하여 약
19.18%에 도달하여 유지되었다(Fig. 4(d)).

2

2

3

이 단계에서 공극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알바이트와 K장석인 알루미노규산염 광물들의 용해에 의한 것이며, 용
해된 알바이트와 K-장석의 부피가 도소나이트와 백운모
가 침전되는 것으로 대체되지 않기 때문에 공극률이 증
가한다고 할 수 있다(Fig. 5). pH가 증가하는 것은 식 (7)
와 (8)에서와 같이 덮개암을 구성하는 광물들의 가수분
해로 인해 수소 이온을 소모하여 그 결과 pH 변화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Fig. 5. The results of the geochemical modeling since termination
of CO injection showing the dissolution and precipitation of
minerals as a funciton of reaction tim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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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CO3 + NaAlSi3O8 + 2H ↔ NaAlCO3(OH)2 + Ca + 3SiO2
Calcite

Albite

Dawsonite

+

2NaAlSi3O8+KAlSi3O8+2H ↔KAl3Si3O10(OH)2+2Na +6SiO2
Albite

K-feldspar

Muscovite

사 사

Chalcedony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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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물 포획 기작은 일반적으로 주입 단계에서 설명한 것
과 동일한 반응으로 제어되며, 모델링 결과에 의하면 이
산화탄소를 포획하는 광물은 도소나이트이며, 주입 단계
에서 형성된 도소나이트는 저장 단계 동안 서서히 침전
되어 지중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일부가 트랩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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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포항분지 영일층군의 덮개암 시료의 광물학
적 및 암석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산화탄소 주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암석-가스의 상호작용을 지화학
모델링을 이용하여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3개 덮개암
층에서 채취된 코어 시료를 대상으로 XRD, MICP, BET
분석을 실시하여 광물암석학적 및 공극 특성을 정량적으
로 파악하였고, 광물학적 연구 결과와 공극수의 물리화
학적 변수 자료들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주입 후 단기
간 변화와 장기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두 단계의 지
화학 모델링(The Geochemist’s Workbench 14.0.1)을 수
행하였다. 연구 결과, 포항분지 영일층군의 덮개암은 석
영, 알바이트, K-장석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소량의 백
운모, 황철석, 방해석, 카올리나이트, 몬모릴로나이트로
이루어져 있다. 덮개암의 공극률은 12.15% ~ 17.05%이
며, 비표면적은 14.93 m2/g ~ 48.88 m2/g 이다. 또한 공극
부피는 0.054 cm3/g ~ 0.097 cm3/g로 측정되었다. 지화학
모델링 결과, 이산화탄소의 주입 후 덮개암은 방해석의
용해로 인해 공극률이 증가하고, 알바이트와 K-장석의 용
해 결과 도소나이트와 은미정질 실리카(칼세도니)가 침
전된다. 주입이 완료된 두 번째 단계에서의 광물 포획 기
작은 첫 번째 주입 단계에서와 같은 반응에 의해 제어되
고 방해석과 알바이트의 용해의 결과 도소나이트와 은미
정질 실리카(칼세도니)의 침전이 일어나며, 이 반응으로
인해 pH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는 장기간의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 있어서 덮개암의
광물조성과 물리화학적 특성이 저장효율성과 저장 기작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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