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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및 내용

국내 육상에서 파일롯 규모의 CO2 주입 및 저장이 가능한 부지 선정
주입 부지의 저장층, 덮개층, 지질구조의 특성화 연구 및 특성화 기술개발
1단계

2단계

3단계

국내 육상 퇴적분지에서 1만톤급 CO2
지중저장 후보지 확보

국내 육상 CO2 파일럿 저장소
선정 및 특성화

주입정/관측정 기반 저장-덮개 시스템
상세 특성화

•국내 육상 퇴적층 지표지질조사를 통한 CO2
지중저장 후보지역 확보
•후보지역 지구물리탐사/물리검층/시추를 통한
평가자료 확보
•후보지 지질 특성화 및 평가

•파일롯 규모 지중저장 부지 선정
•주입부지 지질 및 구조 특성화
•층서/구조 트랩 유망성 평가
•CO2 잠재 누출 경로 특성화
•지질모델 및 물성모델 확보

•실제 주입지층과 덮개층의 상세 지질 및 구조
특성화
•고해상도 지질 및 물성 모델 확보
•지중저장소의 주입효율/저장능력/밀봉
능력 향상을 위한 물리, 화학적 기술 개발

기술개발 TRM
1단계
1차년
국내 육상 CO2 파일롯
저장소 선정 및 특성화

2차년

2단계

조사/탐사 및 후보지 확보

2차년

3차년

저장소 선정

특성화 기술 개발

정적 모델 확보

기초 지표지질조사
지중저장소
지층 - 구조 특성화
(지자연+부산대+경상대)

저장능/주입성 평가 및
향상 기술개발
(부경대)

3단계

1차년

3차년

거시구조 분석

저장소 단층 분석

분지 퇴적계 분석

저류층 퇴적상 분석

파일롯 후보지 3개소 선정
및 기초 자료 확보
분석 시스템 및 기반 확보

코어시료 지질/물성 특성 분석

2차년

3차년

기초 지표지질조사
파일롯 후보지 3개소 선정
및 기초 자료 확보

물리탐사 및 3차원 심부구조 영상화
코어시료 주입효율/저장효율 분석
저장능/주입성 향상기법 연구

공내 시험 기반 확보

1차년

기술의 현장 검증 및 개선

암반역학적 물성 실험, 공내시험

암반역학적 물성 특성화
(지자연+부경대)

수치해석 및 역학 모델링

기술의 현장 검증 및 개선

주입 인자 도출

저장소 정적 모델링
(지자연)

선행 기법 연구
및 적용성테스트

물리검층-퇴적상-물성 중합 해석
중합기법연구

거시규모 지층 - 구조 모델링
덮개암내 잠재
누출경로 특성화
(부경대+부산대)

최적 알고리즘 개발

3차원 정적 모델 업데이트
고해상도 퇴적상/물성 분포 예측

저류층 정적 모델링
단층/균열대 기하학적 특성 분석
단층파쇄대 물성 실내실험, 재활성 평가

주입에 따른 단층 재활성,
균열대 확장 예측 및 모니터링

덮개암 누출 경로 분석

기대효과
•대규모 및 상용규모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후보지 선정, 특성화 및 모니터링에 기술 활용 •지중저장소의 효율성을 30% 이상 높이는데 활용
•지층 - 구조 모델링, 지질 모델링 기술은 셰일가스, 오일샌드 등의 비전통에너지 자원의 유망성 평가, 자원량 평가에 활용
•원전 및 폐기물 시설 부지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