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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오트웨이 프로젝트 염수층 내 CO2 주입에 따른 

수리-역학적 연계거동 분석

박정욱, 신영재*, Jonny Rutqvist, 천대성, 박의섭

Coupled Hydrological-mechanical Behavior Induced by CO2 Injection 

into the Saline Aquifer of CO2CRC Otway Project

Jung-Wook Park, Young Jae Shinn*, Jonny Rutqvist, 

Dae-Sung Cheon, Eui-Seob Park

Abstract The present study numerically simulated the CO2 injection into the saline aquifer of CO2CRC　Otway 

pilot project and the resulting hydrological-mechanical coupled process in the storage site by TOUGH-FLAC 

simulator. A three-dimensional numerical model was generated using the stochastic geological model which was 

established based on well log and core data. It was estimated that the CO2 injection of 30,000t over a period of 

200 days increased the pressure near the injection point by 0.5 MPa at the most. The pressure increased rapidly 

and tended to approach a certain value at an early stage of the injection. The hydrological and mechanical behavior 

observed from the CO2 flow, effective stress change and stress-strength ratio revealed that the CO2 injection into 

the saline aquifer under the given condition would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mechanical safety of the 

storage site and the hydrological state around the adjacent fault. 

Key words TOUGH-FLAC simulator, Otway pilot project, CO2 storage, Hydrological-mechanical coupled analysis

초  록 본 연구에서는 TOUGH-FLAC 연동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호주 오트웨이 실증프로젝트 염수층 내 이산화

탄소 주입을 수치적으로 모델링하고 주변 지층에 야기되는 수리-역학적 거동 특성을 살펴보았다. 대상 부지의 

물리검층, 시추코어 분석 및 지구통계기법을 통해 구현된 3차원 추계학적 지질모델을 바탕으로 해석모델을 작성

하였으며, 이산화탄소의 주입과 이에 따른 수리-역학적 연계거동을 분석하였다. 총 30,000톤의 이산화탄소를 

200일 동안 주입하는 경우, 주입공 주변의 압력 변화는 0.5 MPa 이하로 나타났으며, 주입 5일 경과 시 압력이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층 내 역학적 거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 단층대로의 

유동도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TOUGH-FLAC 연동해석, 오트웨이 실증 프로젝트, 이산화탄소 저장, 수리-역학적 연계해석

1. 서 론

산업화 시대 이래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제5차 보고서(IPCC, 2014)

에 따르면, 지표면과 해양의 온도 상승, 해양 산성화, 해

수면 상승, 극한 기상 현상 등 전례 없는 생태계 변화가 

세계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으며,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

량의 증가가 이러한 현상의 명백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2050년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을 2°C 이

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1870년대 이후 누적 이산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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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tribution of technologies and sectors to global cumulative CO2 reductions (IEA, 2015)

소 배출량이 약 2900 Gt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나, 2011

년까지 이미 2/3에 달하는 1900 Gt이 배출된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현시점에서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

더라도 기후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 

보고서의 내용은 2015년 12월 개최된 유엔기후변화 협

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한국을 포함한 195개국이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을 채택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국제적�국가

적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이 초미의 관심

사로 대두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2015)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따르

면, 온도 상승을 2°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전력

생산 효율성 증대 및 화석연료 대체 등의 온실가스 감

축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중 CCS 기술을 배제

하는 경우 목표 감축량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

다. CCS 기술의 기여도는 약 13%일 것으로 예상되며

(Fig. 1), 이는 2050년까지 연간 약 6 Gt의 이산화탄소

를 포집하고 저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CO2 지중저장 기술은 CO2를 초임계상태(supercritical 

state)로 심부 지하로 주입하여 격리 저장하는 방법으로

서 CCS 기술 중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

려져 있다. 초임계상태란 물질이 액체의 용해성과 기체

의 확산성을 동시에 갖는 상태로서 CO2의 경우 온도와 

압력이 각각 31.1°C, 7.4 MPa 이상인 조건에서 초임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심도 1000 m 하

부의 지층이 저장층으로 고려되며, 물에 비해 밀도가 크

고 점성은 낮아 대규모 저장에 적합하다. 현재 전 세계

적으로 15개의 CO2 지중저장 프로젝트가 운영되어 연

간 27 Mt을 저장하고 있으며, 2018년 이전 가동을 목

표로 7개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건설, 또는 계획 중에 있

다. 국내의 경우에도 CO2 지중저장과 관련된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

며, 2010년부터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

부 등 관련부처가 중장기 로드맵인 ‘국가 CCS 종합추

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지반공학적 관점에서 CO2 지중저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입층과 상부 덮개암의 역학적 안정성

과 CO2의 누출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고온�고압 조

건 지층 내에서 CO2 주입에 의한 유체 흐름은 주변 지

층의 역학적�화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유체와 지반의 열적�수리적 특성에 변화를 야기하는 등 

복합적인 상호거동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열-수리-역

학적-화학적 연계거동 평가기술은 CO2 지중저장에 있

어 매우 중요한 기술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실증 사

업인 오트웨이 프로젝트(Otway project) 부지를 대상으

로 CO2 주입과 유동을 수치적으로 모델링하고 이에 따

른 지층 내 수리-역학적 연계거동을 살펴보았다. 해당 

부지의 물리검층과 시추코어 자료 및 지구통계기법을 

통해 구현된 3차원 추계학적 지질모델을 바탕으로 해석

모델을 작성하였으며, 수리-역학적 연계거동 해석을 위

해 Rutqvist et al.(2002)이 개발한 TOUGH-FLAC 연

동 해석기법을 이용하였다. 염수층 내 이산화탄소의 유

동해석을 위해 TOUGH2의 ECO2N(module for mixtures 

of water, NaCl, CO2) 모듈(Pruess, 2005)을 이용하였

으며, 역학적 거동해석을 위해 FLAC3D의 Mohr-Coulomb 

모델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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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ocation and concept of CO2CRC Otway Project

2. 오트웨이 실증 프로젝트 개요 및 지질모델

오트웨이 프로젝트는 호주 최초의 이산화탄소 지중저

장 실증사업으로 CO2CRC (Cooperative Rsearch Centre 

for Greenhouse Gas Technologies)를 중심으로 이산화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

원이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

지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실증 

프로젝트에 연구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호주 오

트웨이 분지는 호주 빅토리아 주 남서부에 위치하며, 

실증연구는 심도 1.6 km의 Buttres-1공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이산화탄소 80%, 메탄가스 20%)를 지상으로 

이송한 뒤 수분처리와 압축과정을 거쳐 이산화탄소를 

인근 고갈가스전이나 염수층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Fig. 2).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수행된 

1단계(stage 1) 연구에서는 CRC-1 시추공을 통해 심도 

2.1 km의 고갈가스전에 65,000 ton의 이산화탄소 저장

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Naylor 시추공이 이산화

탄소 주입에 의한 지층 내 지구물리학적, 화학적 변화

를 모니터링하는 관측정으로 사용되었다. 2단계(stage 

2) 연구에서는 CRC-2 시추공(심도 1.4 km)을 통해 가

스전 상부에 위치한 염수층에 2016년 5월까지 이산화

탄소를 주입하여 주입 CO2의 거동 모니터링 및 누출감

지 기술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트웨이 실증 부지의 3차원 지질모델

을 바탕으로 TOUGH-FLAC 연동해석을 위한 해석모

델을 작성하였다. 오트웨이 실증 부지의 지질모델링 과

정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2012)의 연구를 통해 상세히 

보고된 바 있으며, 본 절에서는 수치해석에 활용한 3차

원 지질격자 및 퇴적상 분포 모델링과 관련된 주요내용

을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CO2 주입 대상층의 지질모델은 현지에서 획득한 시

추코어와 탄성파 탐사 자료, 물리검층 자료를 바탕으로 

슈럼버저(Schlumberger) 사의 페트렐(PETREL) 소프

트웨어를 통해 구성되었다. 지질모델링 과정은 일반적

으로 층서-구조 모델링, 퇴적상 분포 모델링, 수리적 물

성 분포 모델링으로 구분된다. 층서-구조 모델링은 탄

성파와 물리검층 자료를 기반으로 대상 지층의 3차원 

구조를 도출하고 단층과 퇴적요소(depositional element)

들의 횡적 연장성, 수직 상관성, 방향성을 분석하는 과

정이며, 퇴적상 분포 모델링은 시추코어(CRC-1, CRC-2, 

Naylor-1) 관찰을 통해 구분된 퇴적상을 업스케일(upscale)

하여 3차원 단위격자에 할당한 후 시추공 사이의 공간

에서 암상의 분포를 추정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퇴적상 내에서는 수리적, 역학적 물성이 동일하

다고 가정하였으므로 물성 분포 모델링 결과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다.

오트웨이 분지(Otway Basin)는 동호주의 남쪽 해안

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발달하는 중생대-신생대 퇴적분지

로서 CO2 주입 대상층은 후기 백악기에 형성된 Sherbrook 

group의 Paaratte 층이다(Fig. 3). Sherbrook group은 해

침과 해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형성된 삼각주 및 

천해 환경에서 퇴적된 사암과 이암들로 주로 구성된다. 

Paaratte 층은 투과도가 양호한 사암과 석회질 이암의 

교호층이며, 속성작용에 의한 탄산염 교질물이 협재하

는 것이 특징이다(Geary & Reid, 1998). 사암의 두께는 

하부구간에서 4~12 m, 상부구간에서 25~35 m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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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Upper cretaceous stratigraphy of the Otway basin 

(after Gallagher et al., 2005)

Fig. 5. Contour plots of depth on the surfaces of SB3, Horizon 1 and Horizon 2

Fig. 4. Locations of survey area, faults, cores and model 

domain

하며, 사암층의 상부에 주로 이암으로 구성된 광역 덮

개층이 분포한다. 2단계(stage 2) 연구의 주입 구간

(CRC-2공)은 광역 덮개암의 바로 하부에 위치한 심도 

1,440~1,447 m의 사암층이다. 

층서 구조 모델은 3개의 주요 경계면에 의해 구분되

는 2개의 지층으로 구성된다. 모델링에 사용된 3D 탄성

파 자료는 단층의 방향을 기준으로 가로 1.9 km, 세로 

1.6 km 영역 내에 설치된 인라인 159개, 크로스라인 

195개를 통해 획득한 것이다. Fig. 4는 평면도 상에 시

추공과 단층의 위치 및 해석모델 영역을 보여주며, Fig. 5

는 층서 구조 모델링 결과로서 각 지층 경계면 상에 심도 

등치선을 도시한 것이다.

시추공 물리검층과 탄성파 단면해석을 통하여 Parratte 

층과 하부의 Skull Creek 층 사이에 광역 부정합면(SB3)

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광역 덮개암의 상부 경계면

(Horizon 1)과 광역 덮개암의 하부 경계면(Horizon 2)

에 대비되는 탄성파 반사면을 선택하여 해석하였다. 상

부 지층은 주로 이암으로 구성된 광역 덮개층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하부 지층은 CO2 주입 구간인 사암층이

다. 탄성파 단면 해석을 통해 시추공 남쪽에 두 개의 평

행한 정단층을 확인하였으며, 두 단층은 서북서-동남동 

방향으로 연장되며 거의 평행하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두 단층 중 북쪽에 위치한 단층은 북서쪽으로 

거의 소멸되고, 남동쪽으로 가면서 수직변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쪽에 위치한 단층은 단층의 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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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ructural grid of stratigraphy model

Fig. 7. Geological model established by sequential indicator simulation method

으로 갈수록 수직변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입 대상 지층은 북쪽 단층의 하반에 위치하며, 단층면은 

주입 대상 지층의 상부로 연장되어 광역 덮개암의 일부

를 자르고 지나간다. CRC-2 주입공으로부터 반경 약 

300 m 거리를 해석영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모델의 남쪽

은 단층 경계이다. 층서-구조 모델의 3차원 단위격자는 

평면상에서 가로, 세로가 약 20 m(수평방향), 높이가 약 

2 m(수직방향)인 불규칙한 육면체 형태를 갖는다(Fig. 6). 

구성된 지질모델 내 요소와 절점의 총개수는 각각 42,400

개, 47,022개이며, 심도는 1331.4~1516.1 m이다.

퇴적상 분포 모델링에는 CRC-1, CRC-2, Naylor-1 

공으로부터 획득한 시추코어 자료가 활용되었다. 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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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석 결과, Paaratte 층은 주로 삼각주 평원에 발달

한 distributary channel, 하구에 발달한 proximal mouth 

bar와 distal mouth bar, 삼각주 전면부에 퇴적된 delta 

front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퇴적층 내 침전물이 우세

하게 나타나는 구간은 cement section으로 구분하였다. 

각 퇴적 환경에서 생성된 지층은 대체로 단일한 퇴적상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층명은 퇴적 

환경을 기준으로 표기한 것이다. 사암층이 발달한 proximal 

mouth bar, distributary channel 퇴적 환경의 지층을 저

류층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암층이 우세한 distal mouth 

bar와 delta front 퇴적상을 덮개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 시추공을 통해 획득한 퇴적상 분포를 바탕으로 3

차원 지질격자의 비균질 퇴적상 분포를 추정하였으며

(Fig. 7), 이 과정에서 퇴적상의 수직 베리오그램 모델링

과 순차지표시뮬레이션(sequential indicator simulation, 

SIS)을 수행하였다. 순차지표시뮬레이션은 조건부 시뮬

레이션 기법 중 하나로 대상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퇴적상과 같은 범주형 변수(categorial variable)의 

공간 물성 추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특이값들

의 공간적 연결성을 기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최

종근, 2007). 시추공 획득 자료를 지질격자의 높이(약 2 

m)로 환산하기 위한 업스케일링 과정에서 편향성이 다

소 발생하였으나, 추정된 퇴적상 구성비는 대체로 물리

검층 해석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지질자

원연구원, 2012). 

3. CO2 저장구조 수리-역학적 연계거동 분석

3.1 TOUGH2-FLAC3D 연동해석

TOUGH2-FLAC3D 연동해석 기법은 Rutqvist et al. 

(2002)이 개발한 해석기법으로 현재까지 방사성폐기물 

처분, CO2 지중저장, 심부지열개발, 압축공기에너지저

장 등 다양한 암반공학 문제에 적용되어 왔다(Kim et al., 

2008, Tsang et al., 2008, Rutqvist, 2012, Ruqvist & 

Tsang, 2012, Rutqvist et al., 2015, Kim et al., 2012, 

Kim & Kim, 2016). 이는 다상(multi-phase), 다성분

(multi-component)의 유체유동/열유동 코드인 TOUGH2 

(Pruess et al., 1999)와 암반 및 지반의 역학적 거동 해

석프로그램인 FLAC3D(Itasca, 2013)를 연동하는 방법

으로서 구성방정식을 통한 커플링이 아닌 두 프로그램 

간의 해석결과 교환을 통한 연성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두 프로그램 간의 연동은 TOUGH2의 비선형 반복계산

(열-수리 유동해석)과 FLAC3D의 준정적 해석(역학적 

거동해석)을 순차적으로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

며, 이 과정에서 두 프로그램의 해석결과는 각각 

TOUGH2 코드에 추가된 별도의 subroutine과 

FLAC3D 내의 FISH 함수를 통해 구축된 연계 모듈을 

통해 상호 교환된다. 이 과정에서 FLAC3D는 

TOUGH2에서 계산된 열-수리적 해석결과(온도, 압력)

를 입력받아 역학적 거동을 계산하게 된다.

연계거동에 필요한 수리적-역학적 파라미터 간의 관

계는 평균 유효응력의 크기에 따른 공극율(), 투수계

수(), 모세관압()의 함수로 표현되며 각각 식 (1)~식 

(3)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식 (1)과 식 (2)는 Davies와 

Davies (1999)에 의해 제안된 식으로 평균유효응력의 

따른 공극율과 투수계수의 변화를 보여주며, 식 (3)는 

Leverett (1941)에 의해 제안된 식으로 공극율과 투수

계수의 변화에 따른 모세관압 함수의 변화를 의미한다. 

 


exp×


′   (1)

여기서  , 은 각각 유효응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공극률과 잔류공극률, ′

은 평균 유효응력, 는 실험

을 통해 구해지는 상수이다.

 exp×
 (2)

여기서 는 유효응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투수계수, 

는 실험을 통해 구해지는 상수이다.









 (3)

여기서 


은 유효응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모세

관압으로서 공극 내 유체포화도 의 함수이다. 

3.2 해석모델 및 입력자료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기술한 지질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TOUGH-FLAC 연동해석을 위한 3차원 해석

메쉬를 작성하였다. TOUGH-FLAC 연동해석에서는 

TOUGH2 코드와 FLAC3D 코드가 독립적인 해석을 

수행하게 되므로 각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형상의 해석

모델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PETREL 모델의 

지형 및 퇴적상 정보를 ASCII 형식의 파일로 출력한 

뒤, FLAC3D의 입력 형식과 TOUGH2의 입력 형식으

로 변환하여 각 코드에서 동일한 요소와 절점 정보를 

갖는 메쉬를 작성하였다. Fig. 8은 FLAC3D를 통해 작

성한 해석모델을 도시한 것으로 (a)전체 모델의 형상과 

함께 (b)주입정(CRC-2)을 교차하는 수직 단면상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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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l domain (b) Plane intersecting injection point

(c) Reservoir (d) Cap rock

Fig. 8. Mesh for TOUGH-FLAC simulation

저류층 분포와 (d)덮개암 분포를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

다. 여기서 X축, Y축의 양의 방향은 각각 동쪽과 북쪽, 

Z축은 수직 방향을 의미한다.

TOUGH-FLAC 연동해석에서는 TOUGH2 코드가 열-

수리 해석을, FLAC3D 코드가 역학적 해석을 독립적, 

순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TOUGH2 해석의 초기조건

의 경우, 이산화탄소 주입 전 저류층 내에 염수가 공극

을 점유하고 있고, 주어진 심도에서 정수압 조건을 만

족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심도에 따른 온도와 압력 

증가율을 각각 0.032℃/km, 10 MPa/km로 설정하고 정

상상태해석(steady state analysis)을 수행하여 초기조건

을 모사하였다. 이때 지표면의 온도와 압력조건은 각각 

18℃, 0.1 MPa를 가정하였다. 해석모델의 상부와 하부

의 경계에서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

로 가정하였으며, 측면에서는 수직방향으로의 질량유동 

및 열유동 유속(flux)이 제로인 Neumann 조건을 적용

하였다. CRC-2 공의 주입 구간에서 총 30,000톤의 CO2

가 200일에 걸쳐 주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주입 구간에 해당하는 세 개의 해석요소(심도 1435.31~ 

1450.39 m)에 각각 50톤/일(총 150톤/일)의 일정한 질

량 속도를 설정하였다. 

한편, 역학적 거동 해석의 초기 조건 모사를 위하여 

현지응력 측정값(van Ruth, 2007)을 이용해 심도에 따

른 응력 증가율을 설정하였다. 수직응력과 최소수평응

력이 각각 최대주응력과 최소주응력으로 조사되었으며, 

심도에 따른 증가율은 각각 21.45 MPa/km, 14.62 MPa/km

이다. 수직응력과 최소수평응력이 각각 최대주응력과 

최소주응력으로 작용하여 정단층이 생성되기 용이한 응

력방향을 보이며, 제2장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실제 주입

정 남쪽에 정단층이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중간주응력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최대

수평응력과 최소수평응력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지반공학 수치해석에서는 경계조건 설정과 결과 해석

의 용이성을 위해 모델의 경계를 직선(2D)이나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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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Boundary conditions; the fixed condition of a grid point is depicted as a line in the direction that has been fixed

Table 1. Input parameters for TOUGH-FLAC simulation

Property

Distal 

Mouth Bar

(cap rock)

Proximal 

Mouth Bar

(reservoir)

Distributary 

Channel

(reservoir)

Cement 

Section

(caprock)

Delta 

Front

(cap rock)

Remarks

Young’s modulus, E (GPa) 7.5 5.1 5.1 7.5 7.5

Poisson’s ratio,  0.3 0.32 0.32 0.3 0.3

Friction anlge (degree) 35.0 25.4 25.4 35.0 35.0 MC model

Cohesion (MPa) 2.5 3.9 3.9 2.5 2.5 MC model

Tensile strength (MPa) 5.0 0.9 0.9 5.0 5.0 Tension cutoff

Density (kg/m
3
) 2,200 2,200 2,200 2,200 2,200

Zero stress porosity,  0.22 0.27 0.28 0.14 0.15

Residual stress porosity,  0.198 0.243 0.252 0.126 0.135 90% of 

Zero stress permeability,   (m
2
) 7.95 × 10

-14
1.73 × 10

-12
2.49 × 10

-11
7.1 × 10

-15
1.0 × 10

-15

Exponent  for Eq. (2) (1/Pa) 5×10
-8

5×10
-8

5×10
-8

5×10
-8

5×10
-8

Rutqvist et al. (2008) 

Exponent  for Eq. (3) 22.2 22.2 22.2 22.2 22.2 Rutqvist et al. (2008) 

Air entry pressure (kPa) 545.19 57.39 11.48 1090.38 1130.55 Park et al. (2014)

van Genuchten model’s exponent, m 0.457 0.457 0.457 0.457 0.457 Rutqvist et al. (2008) 

Residual CO2 saturation 0.05 0.05 0.05 0.05 0.05 Rutqvist et al. (2008) 

Residual liquid saturation 0.3 0.3 0.3 0.3 0.3 Rutqvist et al. (2008) 

(3D) 등 단순한 형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모델은 지질모델링을 목적으로 기 작

성된 격자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요소의 형태와 경계가 

매우 불규칙한 형상을 갖는다. 여기에서는 FLAC3D의 

FISH 함수를 이용하여 경계에 위치한 절점과 면(face) 

요소를 탐색하고 식별하여 응력 또는 변위와 관계된 경

계조건을 설정하였다. 해석모델의 측면과 하부 경계면 

절점들은 모든 방향에서 변위가 구속된 것을 가정하였

고, 상부 경계면 절점들은 변위를 허용하되, 현지응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을 할당하였다. Fig. 8은 해석모

델의 경계 조건을 보여주는 것으로 각 절점에 표시된 

직선의 방향은 해당 방향으로 변위가 구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각 퇴적상의 투수계수, 공극률, air entry pressure 등

의 수리적 물성은 오트웨이 실증부지에 대한 지질모델

링과 CO2 유동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한 한국지질자

원연구원(2012), 신영재(2014), Park et al.(2014)의 연

구를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상대투수함수(relative p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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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lity function)와 모세관압함수(capillary pressure function) 

모델은 각각 van Genuchten - Mualem model(Mualem, 

1976, van Genuchten, 1980, Pruess et al., 1999)과 van 

Genuchten model(van Genuchten, 1980, Pruess et al., 

1999)을 적용하였다. 위 함수들에 사용되는 상수와 식 (1)

의 , 식 (2)의  값은 Rutqvist et al.(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결정하였으며, 식 (2)의 잔류공극률은 초기공

극률의 90%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역학적 물성의 경우, 퇴적상을 크게 저류층(reservoir)

과 덮개암(caprock or seal)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으

며, 구성모델은 모두 인장강도(tension cutoff)를 반영한 

Mohr-Coulomb 모델로 설정하였다. 저류층의 물성은 

Tenthorey et al.(2011)이 CRC-2공에서 채취한 실내 실

험결과를 토대로 결정하였고, 덮개암의 경우 RMR(rock 

mass rating)과 GSI(geological strength index)가 50과 

45인 보통암을 가정하였다. Table 1은 TOUGH-FLAC 

연동해석에 사용된 입력 물성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3.3 해석결과 및 토의

Fig. 10은 시간의 경과(50, 100, 150, 200일)에 따른 

수리해석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CO2 포화도가 0.001

일 때의 등위면(isosurface)을 3차원 공간상에 표현한 

것이다. 그림에서 X축과 Y축의 양의 방향은 각각 동쪽

과 북쪽을 가리키며 Z축은 수직 방향이다. 여기서 CO2 

포화도란 지층 내 공극 부피에 대한 CO2의 부피비로 정

의된다. 따라서 그림에 표시된 등위면의 범위 내에서는 

공극 부피의 0.1% 이상이 CO2로 포화되어 있음을 의미

한다. Fig. 11은 주입 200일 경과 시(30,000 ton 주입 

완료) 예측된 CO2 포화도의 등치선(contour)을 수평 단

면(X-Y 평면) 상에 표현한 것으로 주입 심도(평균 1442.7 

m)를 기준으로 상부 15 m~하부 10 m 범위에서 5 m 

간격으로 해석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Fig. 12는 동일한 

해석 결과를 여러 수직 단면(X-Z 평면) 상에 나타낸 것

으로 단면 위치는 Fig. 10(d)에 표시된 a-a’(주입정으로

부터 북쪽으로 50 m 이격), b-b’(주입정 위치), c-c’(주

입정으로부터 남쪽으로 50 m 이격)와 같다. 

상기 해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서쪽 방향보

다는 동쪽 방향(X축 양의 방향)으로의 CO2 유동이 우

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입 200일 경과 시 주입공으로

부터 수평방향으로 최대 약 200 m 거리까지 CO2가 유

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석영역의 남쪽 경계인 단

층대로는 CO2 유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

되었다. CO2의 낮은 밀도로 인해 주입공 하부보다는 상

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CO2 포화도가 관찰되지만, 낮

은 공극율과 투수계수를 갖는 덮개암(distal mouth bar)

의 영향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CO2가 하부로 유동하

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는 해석모델의 지층별 전체부피와 함께, 0.001 

이상의 CO2 포화도를 갖는 저장층 부피, 저장된 CO2의 

부피(주입 완료 시)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13

은 주입시간의 경과에 따라 각 지층에 저장되는 CO2의 

질량을 보여준다. 주입된 CO2는 주로 proximal mouth 

bar, distal mouth, distributary channel 퇴적상을 통해 

유동, 저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류층으로 분류된 prox-

imal mouth bar와 distributary channel 퇴적상에는 각

각 주입된 CO2의 73%(22,174 톤), 9%(2,665 톤)가 저장

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덮개암으로 분류된 distal mouth 

bar의 경우, CO2 저장량이 11%(3,333 톤)로 높게 예측

되었는데, 이는 해석영역 내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지층일 뿐만 아니라 주입된 CO2가 부력으로 인해 주입

공 상부의 distal mouth bar에 인접하여 유동하기 때문

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2를 살펴보면, distal mouth 

bar의 전체 부피와 저장층 부피가 distributary channel

에 비해 월등히 크지만 CO2 저장량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distal mouth bar 내에서

는 CO2가 낮은 포화도로 저장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

다. Cement section이나 delta front 역시 전체부피에 비

해 낮은 수준의 CO2 저장량을 보였다. 

Fig. 14와 Fig. 15는 각각 주입공 주변에서의 압력과 

유효주응력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주입공, 주입공 상

부(이격거리 5m), 주입공 하부(이격거리 5 m)에서 계산

된 값이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입공 주변의 압력이 

상승하지만 주입 후 5일 이후 비교적 일정한 값으로 수

렴하는 경향을 보이며, 주입 200일간의 압력 변화량이 

0.5 MPa 이하로 비교적 작은 변화량을 보였다. 이는 주

입공 주변 퇴적층의 수평방향 연속성이 양호하고 공극

률과 투수계수가 높아 압력 소산이 용이하기 때문이며, 

저장층이 높은 주입도(injectivity)를 가짐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세 지점에서의 유효주응력도 경미한 변화를 

보였으며, CO2 주입이 역학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Fig. 16은 CO2 주입전과 주입 완료 시 주입공 주변의 

강도-응력비를 도시한 것이다. 강도-응력비란 각 요소

에 작용하는 최소유효주응력의 크기를 ′라고 할 때, 

전단파괴를 유발하지 않는 최대유효주응력 수치의 한

계치(′max )와 각 요소에 실제 작용하는 최대유효주응

력 수치(′ )의 비(′max
′ )로 정의되며, 전단파괴에 

대한 각 요소의 위험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강도-응력비는 1.0보다 크거나 같은 수치를 갖게 되며, 

1.0에 가까운 지점일수록 전단파괴에 대해 취약한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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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fter 50 days

(b) after 100 days

(c) after 150 days

(d) after 200 days

Fig. 10. Isosurface of CO2 saturation of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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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t 15 m above injection point (b) at 10 m above injection point  

(c) at 5 m above injection point (d) at depth of injection point

(e) at 5 m below injection point (f) at 10 m below injection point

Fig. 11. Contours of CO2 saturation after 200 days of injection which are plotted in horizontal plane (X-Y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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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ntours of CO2 saturation after 200 days of injection 

which are plotted in vertical plane (X-Z plane) 

Table 2. Volume of zones and mass of stored CO2

Zone
Total volume (m

3
) 

of zones

Volume (m
3
) of zones with CO2 

saturation > 0.001

Mass

of stored CO2 (ton)

Distal Mouth Bar 12,335,135 240,494 3,333

Proximal Mouth Bar

(reservoir)
9,828,322 474,158   22,174

Distributary Channel

(reservoir)
3,011,956 23,690  2,665

Cement Section 8,139,070 63,877   1,759

Delta Front 3,732,189 4,062 69

Fig. 13. Mass of stored CO2

Fig. 14. Variation of pressure around injection point with time

상태에 놓인 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1의 역학

적 물성을 가정할 때, CO2 주입 전 퇴적층의 강도-응력

비는 최소 2.3 이상으로서 전단파괴에 대해 안정한 응

력상태를 나타내었으며, CO2 주입 완료 시 주입공 하부

에서 수평방향으로 약 120 m 구간까지 강도-응력비가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압력과 유효주응력의 변화가 

크지 않아 경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CO2 주입이 저

장층의 전반적인 역학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TOUGH-FLAC 연계해석기법을 통하

여 호주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실증사업인 오트웨이 

프로젝트(Otway project) 부지를 대상으로 CO2 주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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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Variations of effective major and minor principal 

stresses around injection point with time

(a) Before CO2 injection

(b) After CO2 injection 

Fig. 16. Strength-stress ratio around storage site

따른 저장층의 수리-역학적 거동 특성을 살펴보았다. 

해당 부지의 현장조사 자료와 지구통계기법을 통해 구

현된 3차원 추계학적 지질모델을 바탕으로 해석모델을 

작성하였으며, 200일간 총 30,000톤의 CO2 주입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해당부지의 퇴적상은 크게 다섯 

개의 퇴적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암층이 우세한 염

수 대수층과 이암층이 발달한 덮개암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대수층의 수평적 연속성이 양호하여 덮개암을 관통

하는 수직적 CO2의 흐름은 관찰되지 않았고, 서쪽보다

는 동쪽방향의 유동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의 시뮬레이션 조건(총 30,000톤, 200일 주입) 하에

서 주입공 부근의 압력 증가량은 0.5 MPa 이하로 나타

나 역학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해석영역의 남쪽에 위치한 단층으로의 유동

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장조사 자료와 지구통계기법을 통해 구

축한 지질모델을 지반공학 수치해석모델과 연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일반적인 수치해석의 경우 일정범위 내 지층을 균

질 재료로 단순화하여 등가 물성을 적용하기 때문에 결

정론적이고 다소 작위적인 해석 결과를 도출하기 쉽다. 

반면, 추계학적 지질모델을 활용하면 비균질하고 불확

실한 지층의 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 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해석모

델은 다른 목적으로 기 작성된 3차원 지질모델을 활용

하였으므로 수리-역학적 거동 해석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해석영역의 방향과 크기, 경계부의 불규칙한 배

열, 불량한 종횡비의 격자 형태 등은 수치해석 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단층대 자체를 

지질모델의 경계로 설정하여 그 거동 특성을 적절히 반

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이와 같은 취약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인 지질모델링과 연계한 후속 연

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추계학적 모델의 장점을 활용하

여 해석결과의 불확실성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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