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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cale production occurs during enhanced geothermal system (EGS) processes due to various
conditions. The production of scales in pipes or fractured reservoir narrows the diameter of the
injection and production well, decreasing permeability and reducing EGS efficiency. However,
geothermal water flushing during EGS processes can be implemented to recover the permeability. In
this study, an experimental instrument to simulate a geothermal system was applied to observe the
chemical composition change of core and water samples. To simulate the EGS, an experiment was
conducted by injecting the geothermal fluid in several cycles to the fractured core. Results showed that
Si ions decreased in the geothermal fluid and permeability decreased due to precipitation. Thereafter,
flushing was applied, and dissolution occurred inside the fracture, increasing the permeability.
Key words : Enhanced Geothermal Systems (EGS), Geochemical reaction, Scale, Permeability,
Flushing

요약
인공저류층 지열시스템(EGS) 운영 중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스케일의 생성인데 여러 주
변 환경 조건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파이프 또는 저류층 내에서 생기는 스케일 물질로 인하여 주
입정과 생산정의 직경이 좁아지거나 저류층의 투수성이 줄어들어 EGS의 효율성을 낮추게 된다.
낮아진 효율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EGS 운영 중 지열수 플러싱이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GS 모사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수리자극 중 EGS 저류층 내 암석의 광물 조성 변화와
순환수의 화학조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EGS를 모사하기 위하여 지열수를 여러 번 순환하여 균열
된 코어에 투과시키는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지열수 내의 Si 이온이 감소하고 균
열 내 형성되는 침전으로 투수율이 감소하였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더 높은 압력으로 지표수를
사용하여 플러싱을 실험적으로 적용시킬 때 침전된 광물이 용해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주요어 : 인공저류층 지열시스템, 지화학반응, 스케일, 투수성, 플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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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열 에너지는 땅 내부에 있는 토양, 지하수, 및 지표수의
열을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재생 에너
지로 기후와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사용
이 가능하다(Park et al., 2013). 지열 에너지를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고온의 지열수(150°C 이상)의
지열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과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의 지열수(150°C 이하)를 지역난방 또는 온천과 같이 직접
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Luo et al., 2017;
Park et al., 2013; Lee et al., 2008; Yilmaz, 2017). 고온의
지열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인공저류층 지열시스템(Enhanced Geothermal System, EGS)은 지열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지열발전 시스템 중 하나이다(Olasolo
et al., 2016). EGS는 투수성이 낮은 기반암에서 열을 생산
해 낼 수 있도록 수압파쇄 또는 수리자극을 이용해 암반 내
에 균열을 만들어 생성한 인공저류층을 이용하며(Gallup,
2009), 온도가 낮은 물이 인공저류층 내에서 지열에너지에
의해 가열된 후 양수 되어 전기발전에 이용된다. 지상으로
양수된 가열된 물은 열 교환기를 거쳐서 증기터빈을 이용
하여 전기를 생산한다(Jiang et al., 2016; Lee and Chung,
2020). 대표적으로 낮은 투수성을 가진 기반암은 화강암으
로(Chandrasekharam et al., 2015), 프랑스 슐츠-수-포레
(Soultz-sous-Forêts), 영국 로즈마노웨즈(Rosemanowes),
호주 쿠퍼 분지(Cooper Basin) 등이 화강암 지대에서 개발
된 EGS의 대표적인 예이다. EGS는 주로 화강암 같이 상대
적으로 투수성이 낮은 비화산지대의 Hot Dry Rock(HDR)
에서 주로 건설되지만, 화산지대에서 이용되는 사례도 존
재한다. 화산지대에서 주로 발견되는 현무암은 높은 공극
률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Carlson et al.,
2018; Nouraliee, 2000), 생산정으로부터 나오는 지열수의
양이 적거나 양수 유량이 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리
자극 또는 플러싱을 이용하여 투수성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 예로, 아이슬란드 크라플라(Krafla) 또는 미국의
뉴베리(Newberry) EGS는 투수성이 충분히 높지 않은 암
반 지역에서 수리자극을 이용해 인공 균열을 만들어서 지
열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으며(Scherff, 2016; Cladouhos et
al., 2016). 프랑스 슐츠-수-포레 지열발전소 GPK-4 지열
공 및 독일 페를레베르크(Groß-Buchholz) 지열발전소
GT1 지열공에 플러싱 기법을 이용하여 침전물을 제거하여
투수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바 있다(Portier and Vuataz.
2010; Nitschke, 2017).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의 지열수를 직접 이용하는 방법은
지역 난방, 온천 등이 대표적인 기술이며 지열수를 열펌프
와 냉동기와 같은 에너지 변환기기의 열원으로 활용한다.
한국자원공학회지

간적접으로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열 냉난방은 교환기
의 종류에 따라 밀폐형(close loop system)과 개방형(open
loop system)으로 구분된다(Bae et al., 2017; Park et al.,
2013). 개방형 지열 냉난방은 지하수를 열교환 유체로 직접
사용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지만 지하수의
순환에 따라 수질 변화 및 오염될 가능성이 존재한다(Bae
et al., 2017). 밀폐형 지열 냉난방은 개방형과는 반대로 지
하수를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
이 낮으나 지하에 대규모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Park et
al., 2015). 지열 냉난방 시스템 사용은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는 열펌프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Park et al., 2015; Park et al., 2013).
EGS와 같은 저류층 환경에서 플러싱은 투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침전물질이나 미립자를 제거하는데 효율적이다
(Mahbaz et al., 2021; Candela et al., 2014). 특히 투수성 회
복은 빠른 유속의 플러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된다(Candela et al., 2014). EGS는 여러가지 물리, 화
학적 조건하에서 (예: 주입수 이온농도, 저류층 온도, 기반
암의 종류, 저류층 체류시간 등) 가동되는데 시스템에 따라
다양한 환경 조건으로 인해 여러가지 지화학 반응이 일어
날 수 있다. EGS 운영 중, 지화학 반응에 의하여 파이프, 열
교환기 등 지상구조물 또는 지하의 인공저류층에 침전물
(스케일)이 생기게 되면 유량이 감소하여 EGS 효율을 낮추
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Caulk et al., 2016) 이에 따라서
플러싱으로 침전물 생성을 억제 또는 생성된 침전물을 제
거하여 투수율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EGS에서의 스케일 생성 및 제어에 관한 연구들은 이전
부터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지상 구조물인 파이프나 열
교환기에서 생성되는 스케일에 대해서 연구되고 있었던
(Yasuhara et al., 2011; Gunnlaugsson et al., 2014) 반면,
지하 인공저류층에서의 스케일 형성 및 그에 따른 투수율
저하, 그리고 스케일 저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GS 인공저류층의 투수성이 감
소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해결방법으로 플러싱을
사용하였을 때 일어나는 지화학적 반응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저류층 지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아이슬란드에 위치한 네스야벨리르(Nesjavellir)
지열발전소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화산지대인
아이슬란드의 여러 지열발전소들은 발전과 지역난방에 온
수 이용을 동시에 하는 열병합발전(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CHP)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약 90%
의 증기가 전기생산 또는 난방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Sahar et al., 2010). 그 중, 네스야벨리르 지열발전소는 현재
레이캬비크(Reykjavik) 지역에 활발하게 전기와 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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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지열발전소로서 수십 년 동안 가동되어 왔다
(Sahar et al., 2010; Mutonga, 2007). 여러 연구자에 의해
지열수의 물리화학적 성분변화 및 스케일 물질 침전에 관
해 보고된 프랑스의 슐츠-수-포레 지열발전소에 비해, 네스
야벨리르 지열발전소는 지열수의 조성변화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부족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슐츠-수-포레 발전소
를 포함한 많은 EGS 발전소가 화강암 내 조성된 인공저류
층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네스야벨리르 지열발전소 지역
은 기반암이 현무암으로 화강암과는 다른 광물-지열수 간
화학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구대상 지역으
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
암석 및 물 시료 준비
본 연구에서 대표적 현무암 지대로 선정한 네스야벨리르
지역의 기반암은 현무암(basalt)과 응회암(tuff)으로 구성
되어 있다(Nouraliee, 2000). 직접 시료 채취 및 조달이 어
려운 아이슬란드의 암석 시료를 대체하기 위하여 국내연천
에 위치한 한탄강 지질공원에서 현무암을 채취하였다. 채
취한 암석을 원기둥 모양으로 코어링 한 후, 저류층의 암석
내 한 균열을 모사하기 위해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인위
적으로 균열을 내어 실험에 사용하였다(Fig. 1). 채취한 암
석 시료를 X-Ray Fluorescence (XRF, S8 Tiger, Bruker,
Germany)로 분석하였으며(Table 1), TAS diagram 상에서
실험에 사용한 암석과 네스야벨리르 지역 암석이 비슷한

Fig. 1. Fractured basalt core (left) and core inserted in the sleeve
(right).
Table 1. Composition (wt.%) of core by XRF
Component

Weight percent (wt.%)

SiO2

51.6

Al2O3

15.9

K2O

3.2

Fe2O3

10.3

CaO

9.5

Na2O

2.0

MgO

4.7

TiO2

1.3

구간에 도시됨을 확인하였다(Fig. 2).
네스야벨리르 발전소의 인공저류층 시스템을 모사하기
위해, 문헌을 참고하여 해당 발전소 지열수의 물리·화학조

Fig. 2. Classification of the samples on the TAS diagram (red circular symbols: rocks from Nesjavellir (Graettinger et al., 2019) / yellow
square symbol: rock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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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참고하여 지열수를 합성하였다(Mutonga, 2007). 또
한, EGS 운영 중 낮아진 투수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되
는 플러싱에 사용할 수 있는 네스야벨리르 지열발전소 부
근 마르칼탕기(Markartangi) 호수의 수질 조성을 참고하여
플러싱 용액을 제조하였다(Zarandi and Ivarsson, 2010).
Table 2는 아이슬란드 네스야벨리르 발전소의 운영 중 측
정된 지열수 및 마르칼탕기 호수의 화학조성과 함께, 실험
에서 사용할 합성된 지열수 및 플러싱 용액의 조성을 나타
낸다.
실험 및 분석 방법
EGS 인공저류층 내 광물-수용액 간 화학반응을 관찰하
기 위하여 Fig. 3와 같이 인공저류층을 모사하는 실험장치

를 제작하였다. Core permeameter(RCHR–1.5, Core Lab
L.P., USA)를 이용하였는데, 코어는 최고 300°C 까지 가열
될 수 있고 유압식 수동 펌프로 봉압(Confining Pressure;
장치 내 최고 10,000 psi 가능)을 높여줄 수 있다. 균열이 있
는 암석시료는 바이톤 슬리브(Viton Sleeve)로 감싸며
Core permeameter 내 코어 홀더(Core Holder)를 이용하여
고정되었고 수용액이 코어 균열 사이로 통과하도록 하였다.
인공저류층 내 지열수 순환 실험에서 지열수는 시린지
펌프(Syringe Pump, Teledyne ISCO 1000D, Lincoln, NE/
USA)를 통하여 일정한 유속 또는 압력으로 흐르며 코어를
통과한 후 다시 순환하여 시린지 펌프로 들어갈 수 있게 설
계하였다. 실험 전 시린지 펌프에 수용액을 일정량 채운 후,
역압력 조절기(Back Pressure Regulator)를 이용하여 암석

Table 2. Properties of Nesjavellir geothermal water and Markartangi lake water

pH
2+

Ca

(mg/L)

+

Na (mg/L)

Geothermal Fluid
(Mutonga, 2007)

Synthesized
Geothermal Fluid

Markartangi Lake Water
(Zarandi and Ivarasson, 2010)

Synthesized
Flushing Fluid

7.1-9.4

7.2

7.6

7.0

0.09-0.81

0.0

4.9

7.9

119-173

116

9.2

9.7

(mg/L)

0.01-0.09

0.14

1.8

6.2

SiO2 (mg/L)

695-1069

996

13.3

12.3

25-35

17

0.8

2.7

Mg

2+

+

K (mg/L)

Fig. 3.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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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양 끝의 압력차이를 일정하게 설정하여 수용액의 흐
름을 유도하였다. 코어를 투과한 물을 다시 시린지 펌프에
채워 수 회 반복적인 암석 투과를 시험할 수 있었다.
지열수가 암석과 접촉하며 일어나는 광물-지열수 간 화
학반응에 의하여 광물이 용해되거나, 새로운 광물이 침전
되는데, 이를 관찰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수용액의 물리·화
학적 특성변화 및 광물의 광물학적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
한, 화학반응의 결과로 공극의 크기가 변하고 암석 투수율
이 변화하게 되므로 균열의 투수성 및 균열간극을 측정하
였다.
반복된 지열수의 순환으로 암석 코어 균열의 투수성이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한 후, 투수성 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지열
수 플러싱을 모사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합성한 플러싱
용액을 높은 유속 및 압력으로 짧은 시간 동안 수 회 주입하
였으며, 플러싱 실험 중에 수용액 및 암석 표면에 일어나는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광물학적 성질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현무암을 기반암으로 하는 대표지역으로 선정한 아이슬
란드 네스야벨리르 발전소의 인공저류층은 높은 온도 및
압력 조건에서 운영되고 있다(Mutonga, 2007). 이를 바탕
으로 Table 3에 보이는 것과 같이 암석 코어에 지열수 순환
실험과 플러싱 모사 실험은 각기 다른 조건에서 수행되었
다. 지열수 순환 실험에서는 약 500 ml의 지열수를 고정된
현무암 코어에 5회 순환하여 실험하였다. 네스야벨리르 지
열발전소는 1-2.2 km의 깊이에 있는 지열수를 이용하며 온
도는 151-200°C이다(Mutonga, 2007). 이 조건을 참고하
여 온도를 190°C로, 봉압을 15.86 MPa(2300 psi) 로 설정
하였으며, 역압력 조절기로 코어의 주입부와 배출부 간 압
력 차이를 0.03 MPa(5 psi)로 조절하여 코어에 약 5.16 MPa
의 압력을 가하였다. 플러싱 실험에서는 온도와 봉압 조건
은 지열수 순환 실험과 동일하였으나, 유량 및 코어 주입부
의 압력과 배출부의 압력 차이를 0.07 MPa(10 psi) 로 증가
시켜 5분씩 4 회 반복하였다. 이때 가해지는 코어의 압력은
약 10.31 MPa로 지열수를 주입할 때에 비해 약 2배 더 크게
설정하였다.
각 실험 전·후, 그리고 중간에 물 시료를 취하여 0.45 μm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필터(Millipore, Germany)

로 여과하여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ICP-OES, Optima 8300, PerkinElmer, USA)
를 사용하여 이온농도를 분석하였다. 암석의 표면은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with Energy Dispersive X-ray analysis
(SEM-EDX, EM-30AX, Coxem, Korea)을 이용하여 화학·
광물 조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암석 코어 시료를 실
험 전·후로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질량을 측정하여 비교
하였으며, 질량 변화율은 식 (1)과 같이 계산되었다.
  

S=  ×100%

(1)



여기서 S는 암석의 질량 변화율을 나타내며, M0 과 M1는 각
각 실험 전, 후 측정한 암석의 질량이다.
투수율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의 각 단계에서 균
열의 투수성(Fracture Permeability, K)과 균열간극(Fracture
Aperture, b)이 아래의 식 (2) 및 (3)에 의해 계산되었다(Luo
et al., 2017; Caulk et al., 2016; Luo et al., 2018).
μ
∆

(2)

K= 

∆




b=(  ) 

(3)

K는 균열의 투수성(mD), Q는 주입수 유량(m3/s), L은 암
석 샘플 길이(m), μ는 주입수의 점도(Pa·s), A는 암석의 단
면적(m2), △P는 코어 주입부(Core Inlet)과 코어 배출부
(Core Outlet)의 압력 차이(Pa), b 는 암석 균열간극(m), d
는 암석 단면적 직경(m) 이다.
실제 플러싱 효과로 인하여 기반암과 반응하고 나온 물
의 이온을 분석하여 변화 경향성을 분석하는 연구 사례들
이 존재하지만, 기반암을 직접 관측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Portier and Vuataz,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EM-EDX
분석을 통해 코어 표면의 모양 변화를 관찰하고, 표면 광물
에 대해 원소 분석을 수행하여 수용액 내 이온 농도 변화와
함께 설명하고자 하였다.

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s for geothermal fluid injection to basalt core
Geothermal fluid circulation

Flushing

Temperature

190°C

190°C

Confining Pressure

15.86 MPa

15.86 MPa

Core Inlet Pressure

5.17 MPa

10.34 MPa

Core Outlet Pressure

5.14 MPa

10.27 MPa

Operation

72 mins (in average) × 5 cycles

5 mins × 4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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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및 토론
현무암 코어 - 지열수 순환 실험
Fig. 4은 코어홀더 내에서 지열수를 현무암 코어의 균열
을 통해 5회 순환하였을 때의 투수성, 균열간극의 변화를
나타낸다. 투수성과 균열간극은 지열수의 주입 순환단계
를 거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지열수의 5회
순환 이후에는 첫 번째 투수성 대비 20.6% 만큼 감소하였
으며 균열간극은 7.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수성의 감소는 지열수의 순환 중 암석광물-지열수 간
지화학반응이 일어나고, 그 결과 지열수 내 이온이 암석 표
면에 침전되어 균열의 간극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순환 실험으로 인한 암석코어 질량의 변화, 지
열수 내 주요 이온 농도의 변화, 코어 표면 화학조성의 변화
를 분석하여 이를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우선, 현무암 코어의 질량은 실험 전에 286.89 g으로 측
정되었으며, 지열수 주입 후에는 286.98 g으로 90 mg 정도
증가하였으며 질량변화율은 0.031% 이었다. 암석 균열 표
면과 접촉하며 투과한 지열수의 총량이 1.8 L 정도임을 고
려하면 90 mg의 질량 변화를 무시할 수 없는 수치로, 지열
수 내 여러 이온들이 순환 도중 침전되었을 가능성을 고려

Fig. 4. Permeability and fracture aperture change during
geothermal fluid circulation (●Geothermal fluid circulation).

Fig. 5. Ionic concentrations in geothermal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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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열수가 매 회 순환할 때마다 주요 이온의 농도를
+
관찰하였다. Fig. 5에 나타나듯이 지열수 내 Na 와 SiO2 농
도가 다른 이온들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SiO2를 제외한 다
른 주요 이온들의 농도는 순환을 거듭할수록 증가하였다.
+
+
그 중, Na 와 K 는 각각 5회 코어를 통과한 후 103.7%,
145.5%의 이온농도 증가율을 보였다. SiO2 는 5회 순환 후
18.5% 가량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외에도 초기 농도
2+
2+
가 매우 높지는 않으나, Ca , Mg 과 Fe(total) 이온은 초기
주입수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이온들 중 지열수가 순환함에 따라 이온농도의 변
화량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SiO2 였으며, SiO2 는 지열수
가 코어균열 표면의 광물과 반응할수록 점차 지열수 내에
서 농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낮아진 농도는 광물-지열
수 간 지화학반응에 의한 SiO2의 침전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열수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는 SiO2와 기반암을
구성하는 규산염 광물은 압력 및 온도 변화에 의하여 다양
한 형태로 변형될 수 있는데, 규산염 광물이 약 150°C에서
는 제올라이트(zeolite)와 점토(clay) 형태로 존재하고, 200400°C에서는 제올라이트(zeolite), 점토(clay), 프리나이트
(prehnite), 녹렴석(epidote), 장석류(feldspars), 조암 광물
(amphiboles), 규산염 광물(garnets) 그리고 산화광물(oxides)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Camacho, 2017). 실리카 콜로이드
가 과포화된 용액내 암석-물 반응에 의하여 식 (4)와 같이
결정핵 생성(nucleation) 단계가 일어나 물과 함께 이합체
형태가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된다(Brown, 2013). 단량체
의 실리카 형태로 커질 때까지 반응이 일어나며 작은 실리
카 콜로이드가 단량체의 실리카 형태와 반응하여 응집
(aggregation)하여 폴리머 형태의 실리카를 생성한다(Heuvel
et al., 2018).
H4SiO4 + H4SiO4 → H6Si2O7 + H2O

(4)

아이슬란드 지역 저류층내에서 SiO2 농도는 석영의 용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 정도가 증가
한다(Fournier and Rowe, 1966). 따라서, 고온 조건에서 지
열수에 존재하는 높은 함량의 SiO2 가 규산염 광물로 코어
표면에 침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무암 코어 - 플러싱 모사 실험
현무암 코어에 플러싱을 모사하여 실험하였다. 지열수
순환 (4 회)으로 인한 투수율 저하를 확인한 후, 합성된 플
러싱 용액을 높은 압력 및 유량으로 5분 단위로 총 4번 투과
시키며 투수성과 균열간극의 변화를 관찰하였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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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ermeability and fracture aperture changes during
flushing test (●Geothermal fluid circulation / ■Flushing).

Fig. 7. Ionic concentrations in flushing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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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열수가 4회 순환하면서 투
수성, 균열간극이 각각 27.05%, 9.98% 씩 감소하는 경향성
을 나타내었다. 이후 플러싱 용액을 코어에 통과시켰을 때
에는, 매 회 투수성 및 균열간극이 증가하였으며, 4회 시행
후에는 초기 지열수 순환 시의 투수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
였다.
Fig. 7은 플러싱 모사 실험 중 플러싱 용액 내 이온농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플러싱 용액은 지열수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주요 이온들의 이온농도가 낮으며, 4회 반복하면서
+
+
SiO2와 Na 의 농도는 50% 이상 증가하였고 K 의 농도는
7% 증가하였다. 3, 4 회차 단계에서 SiO2 는 1, 2 회차에서
보다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지만, 주입 전에 비하여
플러싱을 가한 모든 단계들이 비슷한 농도로 관측이 되었
2+
2+
다. Ca 및 Mg 의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플
+
러싱 용액의 이온 변화율을 통하여 SiO2와 Na 이온이 현무
암에서 용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플러싱에 의해 암반 내에 침전된 물질들 및 균열이 영향
받을 수 있음이 이미 보고 되어 있으며(Portier and Vuataz,
2010; Yuan and Wood, 2018), 앞선 지열수 순환 실험에서
SiO2의 침전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한다면, 플러싱 실험에
서는 침전된 물질의 용해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러나, 플러싱 실험에서는 앞의 실험에서 SiO2 농도가 감소

Fig. 8. SEM images of basalt core surface (a) fresh, (b) after 5 cycles circulation of geothermal fluid, and (c) after 4 cycles of geothermal
fluid circulation + 4 times of flushing, and (d) element contents measurements by E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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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SiO2 농도의 증가를
보였으므로, 투수성의 성공적인 회복을 설명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이는, 높은 압력으로 주입된 플러싱 용액이 침전
물질 또는 광물을 용해시킴과 동시에 침전입자를 물리적으
로 밀어낼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코어 표면 분석
Fig. 8에 나타낸 SEM 이미지를 통하여 지열수의 순환으
로 인하여 현무암 코어 균열의 표면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
음을 알 수 있었다. 현무암 암석 표면 위에 새로운 물질들이
침전되거나 부착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변화는 플러
싱 후에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며, 지열수 순환 이전의 상태
로 회복되지 않았다. Fig. 8(d)에는 (a), (b), 그리고 (c)에 나
타난 암석 표면들을 대상으로 원소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이다. 신선한 현무암 시료과 비교해 지열수의 순환 후에 Si
+
2+
+
의 함량이 증가했으며, Na , Mg , K , Fe(total) 등의 원소
함량이 감소하였다. 이 결과를 Fig. 5의 결과와 비교하면,
지열수가 현무암 코어 균열을 통과하면서 지열수 내 SiO2
가 암석에 침전하고, 반면 Na+, Mg2+, K+, Fe(total)등의 원
소는 암석에서 지열수로 용해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Fig. 8(d)에서 물과 암석이 반응 시 플러싱이 암석 표면에
침전물을 유발하는 원소는 Si를 제외하고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Fig. 7의 결과에서는 플러싱 실험으로 인해 수용액
+
2+
2+
내 SiO2와 Na 이온 농도가 증가하고, Ca , Mg 이온 농도
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a2+, Mg2+, 그리고 Na+
이온 농도의 변화량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암석 표면 분석
에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코어 균열 표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Si 함량의 평
균값이 감소하고 수용액 내 SiO2 농도가 증가하였으므로,
플러싱에 의해 암석에 있던 Si 가 수용액으로 용해되었음
을 알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투수율이 회복되었다고 예상
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EGS 사이트의 기반암 중 하나
인 현무암을 이용하여 인공저류층 모사 실험을 수행하였
다. 플러싱의 효과를 수용액 내 이온농도의 변화 및 광물 표
면의 변화로 관찰하였다. 지열수가 현무암 코어 균열을 통
하여 순환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열수 내 SiO2 농도가
감소하고, 균열 내 침전물이 생성되었으며, 그 결과로 투수
율이 감소되었다. 지열 저류층 내 투수율 감소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변 지표수를 이용한 플러싱을 적용하면, 지열
수 내 SiO2 농도가 증가하였으며 암석 표면 내 Si 이온의 평
균값이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균열 표면에서 일어난 지화
한국자원공학회지

학적 반응 또는 플러싱의 물리적 효과로 인해 투수율이 회
복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

사

본 연구는 한국전력공사의 2018년 선정 기초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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