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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위한 포항분지 시추코어의 공극구조 분석

박지환, 박형동*

An Analysis of Pore Network of Drilling Core from Pohang 

Basin for Geological Storage of CO2

Jihwan Park, Hyeong-Dong Park*

Abstract In geological storage of CO2, the behavior of CO2 is influenced by pore network of rock. In this study, 

the drilling cores from Pohang Basin were analyzed quantitatively using three-dimensional images acquired by X-ray 

micro computed tomography. The porosities of sandstone specimens around 740 m-depth (T1), 780 m-depth (T2) 

and 810 m-depth (T3) which were target strata were 25.22%, 23.97%, 6.28%, respectively. Equivalent diameter, 

volume, area, local thickness of pores inside the sandstone specimens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microstructural 

properties of T1 and T2 specimens were more suitable for geological storage of CO2 than those of T3 specimens.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used as input data of the site for decision of injection condition, flow simulation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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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시 암석 내부의 공극구조는 지층 내 이산화탄소의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포항분지 영일만 지역에서 채취한 시추코어를 대상으로 X선 단층촬영 기법을 이용해 3차원 영상을 

취득하고, 그 내부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가지 목표지층인 심도 740 m, 780 m, 810 m 부근에서 

채취한 사암 시료(T1, T2, T3)의 공극률은 각각 25.22%, 23.97%, 6.28%로 분석되었다. 등가직경, 공극 부피, 

공극 표면적, 국부두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T1, T2 시료가 T3 시료에 비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산화탄소 주입 조건 결정, 지층 내 이산화탄소 유동 해석 

등에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X선 단층촬영, 마이크로CT,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지중저장, 공극구조

1. 서 론

이산화탄소는 주요한 온실가스 중 하나로, 화석연료

의 연소, 삼림벌채, 생물의 호흡, 화산 등으로 인해 발생

된다. 2016년 3월 기준 이산화탄소 농도는 403.28 ppm

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빙하코어 분석에 의하면 지난 

400,000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NASA, 2016). 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산

화탄소 감축을 위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도 적극적

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전환기술(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은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로 평

가받고 있다. 이산화탄소 저장에는 지중 저장기술과 해

양 저장기술이 있으나, 해양 저장은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로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프로젝트는 슬라이프너 프로젝트

(노르웨이), 인살라 프로젝트(알제리), 웨이번 프로젝트

(캐나다), 케트진 프로젝트(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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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Location of Pohang Basin, Korea and (b) Subregion of small-scale CO2 injection site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Chae et al., 2010, Kim et al., 

2008).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서 발생하는 지층 내 유체의 

거동을 해석하고, 저장 용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험뿐만 아니라 지중 환경에서 암석이 지니는 기초물

성 값을 얻어내기 위한 실내실험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내실험을 이용한 공극률, 모세관압, 

투과계수, 상대투과율 등 다양한 항목을 조사하는 연구

가 국내외에서 다수 진행되었다(Oh et al., 2010).

최근에는 암석 내부 공극 스케일에서 이산화탄소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에

서도 X선 단층촬영을 적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Zhou et al.(2010)은 직경 8 mm, 길이 15 

mm의 베레아 사암에 대해 3 μm 해상도의 영상을 취득

하고 공극 내 포획된 가스 방울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Gunde et al.(2010)은 직경 3 mm, 길이 3 mm의 베레

아 사암에 대해 3 µm 해상도의 영상을 취득하고 유한

요소법을 이용해 이산화탄소 흐름을 모사하였고, Bera 

et al.(2011)은 직경 3 mm, 길이 3 mm의 베레아 사암

에 대해 3 µm 해상도의 영상을 취득하고 공극구조를 

분석하였다. Uemura et al.(2011)은 직경 50 mm, 길이 

140 mm의 베레아 사암에 대해 140 µm의 해상도로 영

상을 취득하고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며 위치에 따른 이

산화탄소 포화도를 측정하였다. Shi et al.(2011)은 직

경 3.67 cm, 길이 14.45 cm의 베레아 사암에 대해 350 

μm의 해상도로 영상을 취득하고 이산화탄소를 주입하

며 코어 위치에 따른 공극률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Alemu 

et al.(2011)은 직경 38 mm, 길이 100 mm의 사암에 대

해 영상을 취득하고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며 이산화탄

소 포화도를 측정하였다. Andrew et al.(2013)은 6.4 

µm 해상도로 영상을 취득하고 공극구조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X선 단층촬영을 이용해 공극 내부에서 발생

되는 이산화탄소의 유동을 통해 이산화탄소 주입 시 암

석 내부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

고, 그 결괏값을 이용해 주입압, 주입온도 등 조건을 설

정할 수 있다. 국내 포항분지 영일만 지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Pilot 규모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위한 시

추코어 공극구조 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X선 단층촬영 기법을 이용해 

해당 지역에서 취득한 시추코어의 영상을 고해상도로 

취득하고, 공극률, 공극 크기 분포, 국부두께 등의 항목

에 대해 내부 공극구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지역

연구 지역인 포항분지 영일만 지역은 36°03’S, 129°27‘E

에 위치하고 있다(Fig. 1). 본 지역은 국내에서 이산화탄

소 지중저장에 가장 적합한 장소 중 하나로서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Choi et al., 2015, Song et al., 2015). 

포항분지는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부근에서 경상북

도 포항시 오천읍까지 남북 방향으로 길게 분포하고 있

고, 마이오세 전기 말부터 마이오세 중기까지 발달한 

해성층이 있다. 포항분지의 층서는 하위부터 단구리역

암층, 천곡사층, 학전층, 흥해층이 위치하고 있다(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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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the specimens used in the study

Specimen T1 T2 T3

Diameter 15.1 mm 15.1 mm 15.1 mm

Length 17.1 mm 16.9 mm 17.3 mm

Dry weight 5.55 g 5.52 g 5.59 g

Photographs

Grain size Fine to medium Fine to coarse Fine to medium

Fig. 2. Composition of X-ray CT: X-ray source, detector and 

objective specimen

Geological Society of Korea, 1999, Yoon, 1975, Yoon, 

1992). 유효 저장용량은 222.84 Mton으로 평가되며, 

현재 이산화탄소 주입 실증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Park et al., 2015).

이산화탄소 주입 예정 지역에서 시추를 진행한 결과 

이암층, 사암층, 역암층, 석탄층, 화산암층이 발견되었

다. 사암층 중 세 가지 구간이 목표 주입지층 후보로 설

정되었다. 첫 번째 목표 지층인 740 m 깊이 부근의 사

암층 암석은 세립질에서 중립질 사이의 입자 크기를 가

지고 있었고, 두 번째 목표 지층인 780 m 깊이 부근의 

암석은 세립질에서 조립질 사이의 입자 크기 분포를 가

지고 있었으며 일부 구간에서 역암도 발견되었다. 세 

번째 목표 지층인 810 m 깊이 부근의 암석은 세립질에

서 중립질 사이의 입자 분포를 가지고 있었고, 역암도 

일부 발견되었다(Jo et al., 2015).

이 세 가지 지층에서 회수된 암석 코어를 직경 15.1 

mm의 원통형 시료로 가공하였다. X선 단층촬영 기법

을 이용해 암석의 영상을 취득할 때 암석시료의 크기가 

클수록 공간해상도는 나빠지게 되므로 작은 시료를 이

용해 영상을 취득하였다. 740 m 부근의 시료는 T1, 780 

m 부근의 시료는 T2, 810 m 부근의 시료는 T3로 명명

하였으며, 시료의 상세는 Table 1과 같다. T1 시료는 직

경 15.1 mm, 길이 17.1 mm로 가공하였고, 건조무게는 

5.55 g으로 측정되었다. T2 시료는 직경 15.1 mm, 길

이 16.9 mm로 가공하였고, 건조무게는 5.52 g으로 측

정되었다. T3 시료는 직경 15.1 mm, 길이 17.3 mm로 

가공하였고, 건조무게는 5.59 g으로 측정되었다.

3. X선 단층촬영을 이용한 영상 취득 방법

X선 단층촬영이란 대상 시료에 대해 수천 장의 X선 

영상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3차원 밀도 정보를 얻는 

기법이다. 비파괴기법이기 때문에 시료를 파괴하지 않

고 시료 내부의 정보를 고해상도로 정밀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X선 단층촬영 기기는 Fig. 2와 같이 

광원, 감지기와 분석대상 물체를 거치하는 판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때 분석대상 물체를 360도 회전시켜주며 

영상을 취득하면 모든 방향에 대한 2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초기 에너지와 감쇄된 에너지의 비교를 통해 

식 (1)과 같이 물체의 밀도 정보를 추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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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process of X-ray CT image analysis

Specimen Raw image
Reconstructed image

(with ROI)
ROI Image

Three-dimensional 

Visualization

(800 × 800 × 1000 voxels)

T1

T2

T3

 

∙exp (1)

여기서 i는 감지기에 도달한 X선의 강도, i0는 광원에

서 방출된 X선의 강도, µ는 대상물체의 선형감쇠계수, 

x는 X선 경로의 길이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SkyScan 1173 high-energy micro-CT 모델의 X선 광

원은 130 kV의 전압과 60 µA의 전류를 가지고 있고, 

평면 감지기는 2240 × 2240 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픽셀 크기는 50 µm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경 15.1 mm를 가지는 세 개의 사암 

시료에 대해 X선 단층촬영 영상을 취득하였고, 취득 조

건도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공간해상도는 7.46 µm로 취

득되었고, 광원부터 시료의 거리는 54.6 mm, 광원부터 

감지기까지의 거리는 364.0 mm로 설정하였다.

X선 단층촬영 영상의 처리과정을 간단히 표현하면 

Table 2와 같다. 각각의 시료에 대해 측면에서 바라본 

것과 같은 모든 방향에 대한 수천 장의 영상을 취득하였

다. 그 후 대상 시료를 상하에서 바라본 것과 같은 단면 영

상으로 변환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재형성(reconstruction) 

과정이라 한다. 이때 관심영역(Region Of Interest, ROI) 

설정을 통해 원하는 영역만 추출하여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단면마다 800 × 800 픽셀을 관심영

역으로 설정하였고, 1,000장의 이미지를 이용하였다. 이

렇게 재형성된 영상들을 순서대로 포개어 주면 관심영

역에 대한 3차원 영상을 취득할 수 있다.

4. 영상처리를 통한 공극구조 분석

4.1 공극률

공극률이란 전체 부피 중 공극이 가지는 부피를 계산

한 것으로 암석의 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X선 단층촬영 영상을 이용해 시료의 공극

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암석과 공극을 구분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이진화(binarization)라 하고 그 

과정은 Fig. 3과 같다. X선 단층촬영 영상 취득 시 재형

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자료 처리 과정에서 하

나의 픽셀 값은 주변 픽셀 값의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

게 된다. 따라서 암석과 공극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는 

smoothing 현상이 발생한다(Lee and Keehm, 2009). 이

를 제거하기 위해 Sharpening 필터를 이용해 각각의 픽

셀에서 접하는 주변 26개 픽셀의 평균값을 제거하여 암

석과 공극의 경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한다(Fig. 3(b)). 

그 후 Fig. 3(c)와 같이 가로축은 강도, 세로축은 개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도시한다. 일반적으로 암석을 나타

내는 그룹과 공극을 나타내는 그룹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때 두 그룹 사이에 위치한 최솟값을 문턱값으로 설정

한다. 여기서 문턱값보다 큰 강도를 가지는 픽셀은 암석

으로 간주하여 1의 값을 배정하고, 문턱값보다 작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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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cess of binarization: (a) Cropped ROI image, (b) image after filtering, (c) threshold setting, and (d) binarized 

image

Fig. 4. Equivalent diameter of T1, T2 and T3 specimens

도를 가지는 픽셀은 공극으로 간주하여 0의 값을 배정

한다. 그 후 이를 영상으로 나타내면 Fig. 3(d)와 같이 

공극 부분만 추출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전체 픽셀

의 개수에서 공극으로 분류된 픽셀의 비율을 계산하면 

공극률을 측정할 수 있다. 분석 결과 T1의 공극률은 

25.22%, T2의 공극률은 23.97%, T3의 공극률은 6.28%

로 측정되었다.

4.2 공극 크기 분포

불규칙한 형태의 3차원 공극의 부피를 같은 부피를 

가지는 구형의 직경으로 환산한 것을 등가직경(equivalent 

diameter)이라 한다. V의 부피를 가지는 공극의 등가직

경은 식 (2)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2)

de : 등가직경

V : 공극의 부피 

각각의 시료에서 관심영역으로 설정한 800 × 800 × 

1000 픽셀 (5.97 mm × 5.79 mm × 7.46 mm)에 대해 

등가직경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시료에 대해 0 ~ 

50 ㎛, 50 ~ 100 ㎛, 100 ~ 150 ㎛, 150 ~ 200 ㎛, 200 ~ 

250 ㎛, 250 ~ 300 ㎛, 300 ~ 350 ㎛, 350 ~ 400 ㎛, 

400 ~ 450 ㎛, 450 ~ 500 ㎛, 500 ~ 550 ㎛, 550 ~ 

600 ㎛, 600 ㎛이상의 13개의 범위로 등가직경의 분포

를 나타내고 이를 분석하였고, 이를 가시화한 영상은 

Fig. 4와 같다. T1, T2, T3 시료에서 관심영역 내부에 

위치한 공극의 개수는 각각 24,818개, 47,859개, 44,830

개였으며, 그 분포는 Fig. 5와 같다.

Table 3과 같이 각각의 공극의 등가직경 분포를 통계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위한 포항분지 시추코어의 공극구조 분석186

Fig. 5. Histogram of the equivalent diameter of T1, T2 and T3 specimens

Table 3.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equivalent diameter of pores in the speicmens (unit:㎛)

T1 T2 T3

Average 50.42 38.09 35.07

Median 22.83 22.83 26.32

Mode 11.66 11.66 17.71

Standard deviation 97.36 68.62 39.34

Minimum 9.26 9.26 13.35

Maximum 837.59 1339.33 891.06

Sum 1,251,274 1,822,813 1,572,037

적으로 분석하였다. T1 시료의 등가직경의 평균값은 50.42 

㎛, 중앙값은 22.83 ㎛, 최빈값은 11.66 ㎛였고, 표준편

차는 97.36 ㎛로 나타났다. 9.26 ~ 837.59 ㎛ 범위를 가

졌다. T2 시료의 등가직경의 평균값은 38.09 ㎛, 중앙값

은 22.83 ㎛, 최빈값은 11.66 ㎛였고, 표준편차는 68.62 

㎛로 나타났다. 9.26 ~ 1339.33 ㎛ 범위를 가졌다. T3 

시료의 등가직경의 평균값은 35.07 ㎛, 중앙값은 26.32 

㎛, 최빈값은 17.71 ㎛였고, 표준편차는 39.34 ㎛로 나

타났으며, 13.35 ~ 891.06 ㎛ 범위를 가졌다.

Table 4와 같이 각각의 공극이 가지는 부피를 통계적

으로 분석한 결과, T1 시료는 평균 2,700,394 ㎛
3
의 부

피를 가졌고, 중앙값은 6227.42 ㎛
3
 최빈값은 830.32 

㎛
3
 표준편차는 14,029,146 ㎛

3
, 최솟값은 415.161 ㎛

3
, 

최댓값은 307,679,000 ㎛
3
으로 나타났고, 공극 부피의 

총합은 67,018,383,913 ㎛
3
으로 계산되었다. T2 시료는 

평균 1,330,800 ㎛
3
의 부피를 가졌고, 중앙값은 6227.42 

㎛
3
 최빈값은 830.32 ㎛

3
 표준편차는 12,077,841 ㎛

3
, 최

솟값은 415.161 ㎛
3
, 최댓값은 1,257,940,000 ㎛

3
으로 

나타났고, 공극 부피의 총합은 63,690,741,440 ㎛
3
으로 

계산되었다. T3 시료는 평균 372,416 ㎛
3
의 부피를 가

졌고, 중앙값은 9548.70 ㎛
3
 최빈값은 2,906.13 ㎛

3
 표

준편차는 5,492,742 ㎛
3
, 최솟값은 1245.48 ㎛

3
, 최댓값

은 370,446,000 ㎛
3
으로 나타났고, 공극 부피의 총합은 

16,695,410,670 ㎛
3
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Table 5와 같이 각각의 공극이 가지는 표면적을 

분석한 결과, T1 시료의 표면적은 평균 134,014 ㎛
2
, 중

앙값은 1,590.06 ㎛
2
, 최빈값은 167.188 ㎛

2
, 표준 편차

는 656,588.4 ㎛
2
, 최솟값은 167.188 ㎛

2
, 최댓값은 

14,519,900 ㎛
2
으로 나타났고, 총합은 3,325,969,447 

㎛
2
로 계산되었다. T2 시료의 표면적은 평균 83,141 ㎛

2
, 

중앙값은 1,645.76 ㎛
2
, 최빈값은 167.188 ㎛

2
, 표준 편

차는 683,892.7 ㎛
2
, 최솟값은 167.188 ㎛

2
, 최댓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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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volume of pores in the speicmens. (unit:㎛
3
)

T1 T2 T3

Average 2,700,394 1,330,800 372,416

Median 6227.42 6227.42 9548.70

Mode 830.32 830.32 2906.13

Standard deviation 14,029,146 12,077,841 5,492,742

Minimum 415.161 415.161 1245.48

Maximum 307,679,000 1,257,940,000 370,446,000

Sum 67,018,383,913 63,690,741,440 16,695,410,670

Table 5.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area of pores in the speicmens. (unit:㎛
2
)

T1 T2 T3

Average 134,014 83,141 25,583

Median 1,590.06 1,645.76 2,250.27

Mode 167.188 167.188 678.435

Standard deviation 656,588.4 683,892.7 307,802.6

Minimum 167.188 167.188 449.091

Maximum 14,519,900 56,156,000 20,139,600

Sum 3,325,969,447 3,979,064,788 1,146,905,285

Fig. 6. Visualization of local thickness of the specimens: (a) T1, (b) T2 and (c) T3

56,156,000 ㎛
2
으로 나타났고, 총합은 3,979,064,788 

㎛
2
로 계산되었다. T3 시료의 표면적은 평균 25,583 ㎛

2
, 중앙값은 2,250.27 ㎛

2
, 최빈값은 678.435 ㎛

2
, 표준 

편차는 307,802.6 ㎛
2
, 최솟값은 449.091 ㎛

2
, 최댓값은 

20,139,600 ㎛
2
으로 나타났고, 총합은 1,146,905,285 

㎛
2
로 계산되었다.

4.3 국부두께

이진화된 영상에서 공극 내의 중심점을 따라 서로 연

결된 선을 추출하면 마치 실과 같은 구조를 얻을 수 있

는데 이를 골격(skeleton)이라 한다. 이렇게 추출된 공

극에서 가장 가까운 점, 즉 추출된 골격 중 한 점을 중

심으로 하고 공극의 외벽에 접하는 최대 크기의 내접원

을 그렸을 때 그 원의 직경을 국부두께(local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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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stribution of local thickness of (a) T1, (b) T2 and (c) T3 specimens

로 결정한다(Kim and Kim, 2014, Delerue et al., 1999). 

국부두께를 통해 암석 내 공극의 두께를 정량적으로 표

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시료에 대해 국부

두께를 가시화하였고, 그 분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T1 시료의 국부두께는 총 1,149,330개의 지점에서 

측정되었고, 3.73 ~ 125.38 ㎛의 분포를 가졌으며, 평균 

16.29 ㎛의 두께를 가지고 있었다. T2 시료의 국부두께

는 총 1,048,575개의 지점에서 측정되었고, 3.73 ~ 126.39 

㎛의 분포를 가졌고, 평균 13.27 ㎛의 두께를 가졌다. T3 

시료는 총 341,988개 지점에서 측정되었고 국부두께는 

3.73 ~ 74.91 ㎛의 분포를 가졌고, 평균 8.64 ㎛의 두께

를 가졌다. 공극의 두께를 가시화한 영상은 Fig. 6와 같

고, 공극의 분포는 Fig. 7과 같은 그래프로 도시할 수 

있다.

5. 토 의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 있어 저류층의 공극률은 아

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슬라

이프너 프로젝트의 경우 사암의 공극률은 27 ~ 31%, 인

살라 프로젝트의 사암층은 약 15% 공극률, 웨이번 프로

젝트의 탄산염암의 공극률은 약 26%, 케트진 프로젝트

의 사암층의 공극률은 20 ~ 25%로 조사되었다(Chadwick 

et al., 2004, Davis et al., 2002, Ivanova, 2013). 본 연

구에서 이용된 T1 시료의 공극률은 25.22%, T2 시료의 

공극률은 23.97%로 측정되어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료를 채취한 위치와 

심도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만 수은 공극률 측정법을 

이용해 포항분지에서 채취한 사암을 분석한 기존 연구

에 따르면 공극률은 25.56% ~ 27.97%로 측정되어 본 

연구에서 측정한 수치와 거의 유사한 값을 보였다(Park 

et al., 2013). 하지만 T3 시료의 공극률은 6.28%로 낮

게 나타났다. 지층의 심도, 온도, 압력 등 저장환경이 다

르기 때문에 기존 성공적인 프로젝트 부지의 저장층의 

공극률과 본 연구지역 지층의 공극률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적절한 공극률과 지층의 두께는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용량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요

소이며(Mertz et al., 2005), 기존 주입실험 연구에 따르

면 공극률이 큰 암석일수록 주입 시 이산화탄소 포화도

가 높아지는 경향을 띄었다(Perrin and Benson, 2009). 

공극률의 측면에서 볼 때 T3는 T1과 T2에 비해 이산화

탄소 저장 저류층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암석 내 포함된 점토광물에 대한 상세한 함량를 얻기 

위해 각각의 암석 시료에 대한 휴대용 XRF 분석을 수

행하였고, 그 결과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사암 시료

이므로 모든 시료에서 SiO2의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

고, SiO2와 Al2O3가 약 4: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도 Fe2O3, K2O, TiO2, CaO, S, P2O5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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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pecimens

T1 T2 T3

SiO2 73.80 71.35 64.91

Al2O3 16.74 15.38 16.48

Fe2O3 3.44 3.81 12.29

K2O 3.39 3.14 1.96

TiO2 1.07 1.12 1.36

CaO 0.73 0.76 1.52

S 0.64 1.41 0.25

P2O5 0.42 0.44 0.31

Cl 0.53 0.18 -

Ba 0.09 0.09 -

Rb 0.05 0.04 0.03

Sr 0.04 0.04 0.02

MnO 0.03 0.04 0.07

Zr 0.03 0.05 0.03

V 0.01 0.01 0.02

Total 101.00 97.86 99.26

되어 있었다. T1과 T2시료의 화학적 조성은 거의 유사

하게 나타났으나, T3 시료에서는 Fe2O3가 상대적으로 

많이 검출되었다. 이는 해양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속

성작용에 의해 생성된 녹니석질 점토로 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깊은 심도에 위치한 암석일수

록 공극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Metz et al., 2005), 

T3 시료는 다른 두 시료에 비해 깊은 심도에 위치하여 

다짐작용과 고결작용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

에 공극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공극률을 측정할 때 기존 캘리퍼 방법 또는 부력 방

법을 이용할 경우 서로 연결된 공극들의 부피만을 고려

한 유효 공극률만을 구할 수 있고, 전체 공극률을 구하

기 위해서는 시료를 가루로 만든 후 특수한 방법을 이

용해 부피를 측정해야하기 때문에 측정에 어려움이 있

을 뿐만 아니라 시료를 반드시 파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X선 단층촬영을 이용해 공극률을 측정할 

경우 시료를 파괴하지 않고 고립된 공극들까지 포함한 

모든 공극들의 부피를 고려한 전체 공극률을 측정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본 시험에서 캘리퍼 방법과 부력 

이용 방법을 이용한 공극률 측정을 시도해보았으나, T2

와 T3 시료의 경우 점토광물을 다량 함유하여 물과 접

촉하면 팽창되며 암석 구성이 급격하게 와해되는 현상

이 나타났다. 이처럼 아주 약한 특성을 지니고 점토광

물을 다량 함유한 암석 시료는 물과 반응하면 점토광물

이 시료 밖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기존 방법을 이용하면 

공극률 측정이 제한적이다. X선 단층촬영을 이용한 공

극률 측정 기법은 건조 시료만을 이용해 영상을 취득하

기 때문에 점토 광물을 함유한 암석에 있어서 효과적으

로 적용될 수 있다. 

등가직경의 분포를 보면 세 가지 시료 모두에서 0 ~ 

50 ㎛ 범위에 대부분의 공극이 분포하고 있었고(86.9% 

~ 88.6%), 크기가 큰 공극일수록 빈도수가 줄어드는 경

향을 보였다. T1 시료의 경우 T2, T3에 비해 총공극의 

수는 적었으나, 평균 공극의 크기는 가장 크게 나타나 

공극률은 세 암석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T3 

시료의 경우 공극의 수는 T1에 비해 1.8배 더 많았으나 

Fig.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작은 공극의 비율이 많고 

큰 공극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극 내부에 위

치한 점토광물들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Bennion 

and Bachu(2006)에 의하면 평균 공극크기가 클수록 투

수계수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평균 공극크기가 가장 

큰 T1 시료에서 이산화탄소 주입이 가장 용이하고, 평

균 공극크기가 가장 작은 T3 시료에서 이산화탄소 주입

이 가장 불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T1 시료가 평균적으로 가장 큰 공극 부피를 가지고 

있고, T3 시료가 가장 작은 평균 공극 부피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전체 공극 부피의 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

어, T1 시료의 공극 부피의 합이 약 67.0 mm
3
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T3 시료의 공극 부피합이 약 16.7 

mm
3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산화탄소가 주입된 후

에는 전체 공극의 부피도 중요하지만 주입된 이산화탄

소와 암석이 접하는 표면적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분석 

결과 공극당 평균 표면적은 T1 시료가 가장 높게 나타

났으나, 총표면적의 값은 T2 시료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T3 시료는 평균 표면적과 총표면적 모두 가장 작

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산화탄소가 주입될 때 공극의 길을 따라 흘러가게 

되는데 이때 국부두께의 분포는 이산화탄소 유동 해석에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다. T1 시료의 국부두께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T2 시료의 국부두께가 T3 시료에 비해 

빈도와 너비 면에서 더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 시료의 국부두께는 다른 두 시료에 비해 최대 두께가 

60% 밖에 미치지 못하고, 전체 빈도수도 30% 정도로 머

물러 공극의 연결성도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X선 단층촬영 영상은 7.46 ㎛의 

해상도를 가졌고, 그로 인해 3.73 ㎛ 이하의 공극은 감

지할 수 없는 감지한계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X선 단층

촬영 기법을 이용한 공극률 추정의 경우 장비 자체의 영

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상처리 과정에도 분석자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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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

에 캘리퍼 방법, 부력 이용 방법 등과 병행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료의 특성상 병행할 수 없

었다. 또한 수은 측정법의 경우 수 ㎚부터 수백 ㎛까지 

측정가능하므로 X선 단층촬영의 감지한계 아래의 공극

들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추코어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아 본 연구에

서는 목표 지층마다 각각 한 개씩의 시료만을 이용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그로 인해 본 연구에서 분석

된 값이 전체 지층을 대표한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충분한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을 진행한다면 

더욱 높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결 론

포항분지 영일만 지역의 실증 주입을 앞둔 지점에서 

채취한 암석 코어의 공극구조를 정량적으로 해석하였

고, T1, T2, T3 시료의 공극률은 각각 25.22%, 23.97%, 

6.28%로 측정되었다.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에 있어서 공

극부피, 등가직경, 국부두께는 T1 시료가 가장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고, 총 표면적은 T2 시료가 가장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3 시료의 경우 모든 측면에서 

가장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높은 점토광물의 함

량으로 인해 실제 이산화탄소 주입 시 막힘 현상 등 악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해당 지역에서 이산화탄소 주입 시 주

입조건, 완결조건 등의 해석뿐만 아니라 향후 주입된 이

산화탄소의 거동 해석에도 기초자료로써 이용될 수 있

다. 그뿐만 아니라 암석의 공극구조는 지질 매체 내에서 

유체의 흐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는 이

산화탄소 지중저장뿐만 아니라 석유 및 가스 저류층, 지

열에너지 발전 등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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