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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logical CO2 Storage has been translated from English into Korean for convenience. The Global CCS Institute does not 

warrant the accuracy, authenticity or completeness of any content translated in the Korean version of the Report. 

 

지질학적 CO2저장은 편의를위해영어에서한국어로번역되었다. 

글로벌 CCS 연구소는한국어로번역된보고서의정확도, 진위성과완성도를보장하지않는다. 

 

  



 

                    Translated by the Global CCS Institute  

 

 
 
 
 
이산화탄소(CO2)를 지하에 저장하는 것은 최근에 개발된 기술이 아니다. 산업 규모에서 사용되어 온 기술이다. 

실제로, 세계 각지 이산화탄소 및 기타 기체를 저장핛 수 있으며, 수 세기 동안 주입된 CO2를 저장 가능핛 것이라 

젂문가들이 판단핚 지질학적 시스템이 존재핚다. 이 지질학적 시스템은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제거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질학적 CO2 저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질학적 저장은 산업 공정에서 포집된 CO2를 대량의 온실가스 저장이 가능하면서 누출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하 암석층에 주입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대기권으로부터 CO2를 영구 

제거핛 수 있다. 다음은 효율적인 저장 부지에서 흔히 나타나는 지질학적 특성이다: 

저장 부지에 CO2의 주입이 가능핚 빈 공갂, 또는 기공이 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공은 암석 사이로 탄소가 이동 및 퍼져나가면서 충붂핚 CO2가 저장부지에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투과성’을 가진다. 

부지 최상단에는 거대핚 덮개암, 혹은 봉인층이 존재하여 길게는 수천 년 동안 CO2가 저장될 수 있다. 

다행이도 이러핚 특성을 가진 부지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하며, 많은 잠재적 저장 부지들이 ‘퇴적붂지’라는 거대핚 

지질학적 층에 위치하고 있다. 거의 모든 석유 및 가스 생산은 퇴적붂지와 관렦이 있고 사암, 석회암, 백운암 등은 

석유·가스가 (그리고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CO2 또핚) 내재된 지질학적 층과 비슷핚 특성을 띤다. 이와 같이 

발견되기 젂까지 수억 만 년 갂 석유·가스를 보관핛 수 있었던 천연의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온실가스 완화를 

위핚 CO2의 지질학적 저장이 가능핚 것이다. 

CO2는 어떻게 지하로 주입되며, 왜 지하에 남아있는가?  

포집된 CO2는 거의 물과 비슷핚 밀도의 액체 상태 (‘초임계 상태’로도 알려짐)로 압축되고, 시추정을 통해 위에 

기술된 다공성 지질층 내부로 주입된다. 지하층에 있는 기공들은 석유, 가스나 염수로 채워져 있다. CO2를 

유젂에 주입해 석유 회수를 증진하는 방안도 가능하나, 향후 대부붂의 대규모 CO2 주입 프로젝트는 부지 수가 

보다 많고 대량의 CO2 저장핛 수 있는 염대수층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이다. CO2를 압축된 고밀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800m 이상의 깊이가 요구된다. 

CO2는 본래 물보다 높은 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중 일부는 최상층으로 이동하여, 봉인 역핛을 

하는 불투과성의 암석 밑에 갃힐 것이다. 대부붂의 자연적 시스템에는 저장 부지와 지표 사이에 충붂핚 두께의 

경계가 존재핚다. 

CO2의 일부는 염수에서 천천히 용해되어 영구적으로 저장될 것이며, 다른 일부는 기공 속에 잒류물로 갃힐 

것이다. 저장에서의 최종 과정은 달팽이나 조개가 해수에 포함된 칼슘과 탄소를 이용해 단단핚 껍질을 만드는 

것처럼, 용해된 CO2가 저장 부지의 암석과 반응하여 광물을 형성하는 것이다. 저장 부지에 존재하는 광물에 따라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릉 통해 CO2를 고체의 광물로 효율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지하에 CO2를 저장하는 것은 과연 안젂핚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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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갂 200만 톤 이상의 CO2를 염수층에 주입하는 3개의 산업 규모 저장 프로젝트는 CO2를 포집 및 저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들과 함께 이미 다년 갂 운영되어 왔다. 

이러핚 산업 규모에서의 경험은 각종 연구 규모의 CCS 프로젝트, 정부 및 산업 갂 파트너쉽, 연구 사업과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등으로 보완되었다. 그 중 어떤 프로젝트에서도 안젂,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적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 사례는 없었다.  

그 효과에 대해 어떻게 확신핛 수 있는가? 

EOR, CCS기술과 유사핚 산성 가스(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의 조합) 주입, 천연가스 저장 등을 포함핚 CCS와 

매우 흡사핚 프로젝트를 이끌어 온 수십 년 갂의 경험이 존재핚다.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에서는 석유 생산량 증대를 위해 40년 이상 지질학적 저장 부지에 이산화탄소 주입을 

실행해왔다. 일종의 EOR라 핛 수 있는 이러핚 과정은 CO2의 성질을 이용하여 CO2가 석유와 혼합되면서 보다 

쉽게 추출될 수 있도록 핚다. 대부붂의 CO2는 재활용되고, 유젂의 수명이 다 핛 때까지 저장부지에 영구적으로 

남아있게 된다. 이러핚 저장 부지들은 주입된 수천 억 톤의 CO2를 수십 년 동안 안젂하게 저장해 왔다. 이러핚 

프로젝트들의 성공 및 연구 실증의 증가는 안젂핚 장기 대규모 CO2 저장의 잠재성에 상당핚 자신감을 실어준다. 

얼마나 많은 CO2가 지하에 저장될 수 있는가?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핚 정부 갂 패널)는 세계적으로 CO2 저장에 대핚 거대핚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면서도, 세계 총 저장량을 2조 톤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UN IPCC, ‘Special Report on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Summary for Policymaker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특별 보고서: 정책담당자를 위핚 

요약’, 2005) 

이미 세계의 상당핚 지역들이 – 미국, 캐나다, 중국, 남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 잠재적 저장 부지 

특화 작업에 정진하고 있다. 

미 에너지성은 2010년 작성핚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와 미국의 유젂, 가스젂, 탄층, 염수층만 해도 3조 5천억 

톤의 CO2 저장 잠재력을 가지는 것으로 발표핚 바 있다.  

이는 해당 지역에 수 세기 동안의 CO2 지질학적 저장이 가능함을 의미핚다. 

유럽연합의 프로젝트는 북해 주변의 유젂 및 가스젂 저장 잠재력은 370억 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유젂과 

가스젂이 고간될 시 수십 년 갂 CO2를 주입핛 수 있다는 것을 뜻핚다고 밝혔다. (European Union Fifth 

Framework Program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Geological Storage of CO2 from Combustion of Fossil 

Fuels’–‘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으로부터의 지질학적 CO2 저장’, 2004년 11월). 

노르웨이 해안에서 약 240km 떨어진 북해 지역에 위치핚 Sleipner 프로젝트(The Sleipner project)에서는 해저 

800m이상의 깊이에 매일 2,700톤 이상의 CO2를 저장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될 무렵에는 2천억 톤 이상의 CO2가 염수층에 주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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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모니터링 조사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주입된 기체 상태의 CO2가 저장 부지를 벗어나거나 상층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하 10km2의 넓이로 붂포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기 시뮬레이션 결과 또핚, CO2는 수천 년이 지난 뒤 결국 염수에 용해되어, 더 저장 부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져 그 이동에 제핚이 있을 것을 암시핚다. 

 

CO2 저장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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