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ge 1 of 12 

 

 

 

CCS 의 세계현황: 2014 - 
요약 보고서 

 
 
 



 

Page 2 of 12 

 

© Global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stitute Ltd 2015 
Unless stated otherwise, copyright to this  publication is owned by the Global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stitute Ltd (Global CCS Institute) or used under license. Apart from any fair dealings for 
the purpose of study, research, reporting, criticism or review as permitted under the Copyright 
Act 1968 (Cth), no part may be reproduced by any process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Global CCS Institute. 
 
This work is published by The Global CCS Institute in the interest of knowledge sharing. If any 
part of this transl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source, the source shall govern. 
 
본 보고서는 지식공유의 목적으로 글로벌 CCS 협회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원문과 번역본의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모두 원문이 기준입니다. 
  



 

Page 3 of 12 

 

 
 

2014-15 – CCS 의 구심점이 되는 시기 

2014 년 10 월, 캐나다 서스캐처원(Saskatchewan)의 바운더리 댐(Boundary Dam) 발전소에서 발전분야 

세계 최초의 대규모 탄소 포집 및 저장 (CCS)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추가적으로 두 개의 대규모 

전력분야 CCS 프로젝트인 미시시피의의 켐퍼 카운티 에너지 시설(Kemper County Energy Facility)과 

텍사스의 페트라 노바 탄소포집 프로젝트(Petra Nova Carbon Capture Project)가 각각 2015 년과 

2016 년에 가동될 계획이다. 철강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대규모 CCS 프로젝트인 아랍 에미리트 

연합(UAE)의 아부다비 CCS 프로젝트에 대한 건설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4 개의 프로젝트는 

전세계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22 개의 대규모 CCS 프로젝트 중 일부이다. 이는 2010 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대규모 CCS 전력 프로젝트가 실현됨에 따라, 이 기술의 보급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저비용 접근방식으로서 CCS 가 어떻게 하면 가장 훌륭하게 보급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실시할 때가 된 것이다. 이제 CCS 의 ‘실험적’ 특성을 토론하거나, 

CCS 가 화석연료 발전소 규모로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논쟁을 벌일 시기는 지났다.  

14 개의 대규모 CCS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으며 이중 9 개는 전력분야의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 

중 상당수는 2015 년에 최종 투자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은 CCS 의 기술적 

성숙도에 대한 신뢰를 더욱 증진시킨다. 그뿐 아니라 2020 년 즘 모든 산업, 저장 방식, 연료, 기술 

공급자를 망라하여 진행될 대규모 CCS 프로젝트의 전망에 대한 ‘잠재적 포트폴리오(potential 

portfolio)’를 제공하여 준다.  

지금은 이러한 고도의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그리고 계획의 초기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CCS 프로젝트 데이터는 비 OECD 국가(중국 외)에서 

프로젝트 진행이 부족하다는 점과, 높은 탄소 집약적 산업(시멘트 철강, 화학 산업)에서 CCS 기술 

개발이 더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CS 가 전세계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수많은 국제적 연구활동에서 

꾸준히 증명되었다. 우리는 개발 파이프라인 안에서 CCS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차세대 

프로젝트의 수와 다양성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폭넓은 산업분야와 지역에서 

CCS 개발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활동은 필수적이다: 

의사 결정자에 대한 권고사항. 

 계획된 프로젝트의 ‘잠재적 포트폴리오(potential portfolio)’를 2020 년까지 운영될 프로젝트의 

‘실질적 포트폴리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재정적 정책적 지원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CCS 를 장기적으로 보급하고 투자자들에게 CCS 투자에 필요한 정책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CCS 를 장려하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탄소배출 감축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가용저장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CCS 보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 

능력의 탐사 및 평가를 장려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시급히 필요하다. 

 2025-30 기간과 그 이후까지 비 OECD 국가에서 필요한 증가하는 대규모 CCS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앞으로 10 년 동안 지식 공유, 저장능력 개발, 다른 정책들과 법률 체계 

시행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CCS 는 철강 및 시멘트와 같은 산업에서 CO2 배출을 크게 감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다. 

이러한 산업에서 CCS 의 폭넓은 보급을 장려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조속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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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 는 필수적이다.  

전세계 화석연료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CO2 배출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전세계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모두 시행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화석연료는 여전히 2035 년 

전세계 에너지 수요의 7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에너지 전망 2013(World Energy 

Outlook 2013)에 따르면 수요의 증가는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강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이러한 가정 하에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이 2035 년까지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것은 전세계가 섭씨 3.6 도(°C)의 장기적 평균 기온 상승으로 향하는 궤도에 오르도록 만든다. 이와 

같은 기온 상승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2°C 목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이다. 

 

CO2 배출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한 것만은 분명하다. 2015 년 말까지 새로운 

국제 기후변화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UN 기후변화협약(UNFCCC)을 통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기후 

변화에 수반되는 최악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수준 하에서 대기의 온실가스(GHG)의 농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협약이 필수적이다.  

 

CCS 는 화석연료 사용으로부터 많은 양의 배출 감소를 이루어내기 위한 비용효율적 기술이다. 그리고 

이 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전세계적 활동에서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원자력 및 다른 탄소 

완화 옵션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CCS 는 화석연료 기반 발전에서 CO2 배출을 억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전력 분야에서 CCS 에 투자하지 않으면, 이 분야의 전체 탄소 감축 비용은 

2050 년까지 2 조 달러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IEA, 2012.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또한 CCS 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대규모의 산업 공정에서 직접 배출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수년간의 연구, 개발 그리고 중요하지만 제한적인 실질적 경험이 이루어진 결과, 이제 

우리는 CCS 를 진정한 에너지 옵션으로서 발전시키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만 합니다. 

장기적인 에너지 시나리오에서 CCS 를 가까운 미래에 가끔씩 사용될 솔루션 정도로만 

여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CCS 의 

진정한 개발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IEA, 사무총장 마리아 반 더 호벤(Maria van der Hoeven) 

기술 로드맵 서문: 탄소 포집과 저장, 2013 

 

CCS 전력 프로젝트는 현실이다. 

2014 년 10 월, Sask Power 사의 바운더리 댐(Boundary Dam)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시작된 CCS 

운전은 중대한 발걸음이다. 발전소의 연도 가스(flue gas) 스트림에서의 CO2 포집 실현 가능성은 근 몇 

년간 수많은 파일럿 및 소규모 실증 플랜트를 통해 잘 구현되어 왔다. 바운더리 댐 통합 CCS 실증 

프로젝트는 CCS 를 발전소에 대규모로 적용한 최초의 사례이며, 이것은 CCS 가 발전 분야에서 CO2 

배출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옵션이라는 분명한 증거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여 

준다. 

 

발전분야에서 두 개의 더 큰 규모의 CCS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현재 건설 중이다. 하나는 미시시피 

파워(Mississippi Power)의 켐퍼 카운티 에너지 시설이며 다른 하나는 텍사스에 위치한 NRG 에너지의 

W.A. Parish 발전소의 페트라 노바(Petra Nova) 탄소 포집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들은 각각 

2015 년과 2016 년에 가동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점은, 이 3 개의 프로젝트가 서로 다른 

포집 방식을 보여줄 것이며(바운더리 댐과 페트라 노바의 경우 연소전 포집, 켐퍼 카운티의 경우 연소후 

포집), 서로 다른 기술제공자가 제공한 탄소 포집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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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CS 를 대규모로 적용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철강 프로젝트인 아부다비 CCS 프로젝트가 UAE 의 

에미리트 제철소(Emirates Steel Plant)에서 현재 건설 중이다. 제철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감소시키기 위해 CCS 외의 다른 실질적 대안이 없는 산업 분야(Industrial applications) 중 하나이다. 

산업 분야는 세계 에너지 관련 CO2 배출의 4 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배출량은 

BAU(business as usual) 방식으로 산정하면 2050 년까지 약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IEA, 2014.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철강 등의 분야에서 CCS 의 성공적 입증은 미래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4 개의 대규모 CCS 프로젝트는 현재 전세계에서 가동 중(가동 단계)이거나 건설 중(이행 단계)인 

다양한 산업 분야의 22 개 프로젝트 중 일부이다. 이러한 숫자는 2010 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그림 1). 이 22 개 프로젝트의 총 CO2 포집 용량은 연간 4000 만 톤(Mtpa) 정도이다. 이것은 

덴마크 또는 스위스 같은 국가들의 연간 총 CO2 배출량과 맞먹는 수치이다. 

 
그림 1 가동 중이거나 실행 단계인 대규모 CCS 프로젝트의 수 

 

수년간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가동되는 CCS 프로젝트의 2010 년도 기록은 랭클리 앤드 

솔트크릭 EOR 프로젝트(Rangely and Salt Creek EOR Projects)와 합쳐졌다. 연구소 보고에서, 이 프로젝트들은 

2011 년 이후로는 슈트 크릭 가스 처리 시설 프로젝트(Shute Creek Gas Processing Facility Project)와 합쳐졌다. 

가동 중인 CCS 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는 확대되어야 한다. 

바운더리 댐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가동 중인 대규모 CCS 프로젝트들은 산업 공정의 일부로서 CO2가 

통상적으로 다른 가스와 분리되거나 비교적 순수한(불순물이 적은) 스트림으로 생산되는 산업 분야에 

속해있다.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는 CCS 의 적용이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적절한 유인 체계가 주어지고 

산업 플랜트와 가까운 거리에 적합한 저장 부지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CCS 는 손쉽게 확장될 수 있다. 

 

바운더리 댐과 앞으로 2 년 안에 운전을 개시하게 될 전력 및 철강 산업 분야의 대규모 CCS 

프로젝트들은 CCS 의 포트폴리오를 CO2 포집이 더 어려운 분야로 확대시키기 위해 중요하다. 9 개의 

대규모 전력 분야 CCS 프로젝트들이 더욱 발전된 개발 계획 단계(설계 단계)에 있으며, 곧 최종 투자 

결정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 프로젝트들은 모두 약 2020 년경까지는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들은 전력 분야의 CCS 적용 범위를 새로운 탄소포집 기법(순산소 

연소 포함), 새로운 플랜트 구성(다른 아웃풋을 활용하는 다중발전 등), 석탄 외의 새로운 원료(천연가스 

나 바이오매스)로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전 세계 CO2 배출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 중 실행 단계 

프
로
젝
트
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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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분야는 개발 계획 단계에서 더 이상 대규모 프로젝트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의 

6%를 차지하고 있는 시멘트 산업에서도 어떠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계획되어 있지 않다. 

 

화학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탄소배출원이다. 2011 년과 2050 년 사이에 

BAU(business as usual) 기준에서 전망한 이 업계 CO2 배출량은 한해 3.7 조 톤으로 거의 세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철강 분야의 BAU 배출량과 맞먹게 될 것으로 보인다(IEA, 2014.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비료, 합성 천연가스 그리고 화학공업의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4 개의 

프로젝트가 운영 중이며, 추가로 2 개의 프로젝트가 건설 중이거나 추진 계획 중이다. 에탄올 생산, 정제, 

석탄 화학 분야 및 석탄 액화 분야에서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추진 계획 중인 5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에 CCS 를 적용하는 폭넓은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 프로젝트 중 

2 개가 석탄 화학(coal-to-chemicals)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CCS 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에서의 더욱 폭넓은 경험이 필요하며, 활용되고 있는 저장 

유형에 있어서도 폭넓은 경험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이거나, 추진계획 중인 일련의 

대규모 CCS 프로젝트들은 석유회수증진(EOR)을 위한 북미의 CO2 활용에만 크게 치우쳐 있다.  

 

운전 중인 13 개의 프로젝트(가동 단계) 중 북미는 9 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9 개 중 6 개는 현재 건설 

중이다. 그리고 설계 단계 프로젝트 14 개 중 6 개가 북미에서 진행될 것이다(그림 2). 개발 주기의 가동 

단계와 설계 단계에 있는 북미 외의 15 개 프로젝트들은 9 개의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9 개 

국가 중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를 운전 혹은 건설 중이거나, 추진 계획 중인 국가는 중국(4 개)과 

영국(3 개), 노르웨이(2 개)뿐이다. 

 

국제 CCS 연구소(Global CCS Institute: 이하 연구소)는 전체적으로 개발 계획의 초기단계(평가 단계와 

확인 단계)인 19 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전 세계 55 개의 대규모 CCS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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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발주기와 지역/국가별 대규모 CCS 프로젝트  

 
 
이러한 프로젝트의 지리적인 집중이 중요한 이유는 석유회수증진(이하 EOR) 목적의 CO2 판매에 대한 

북미의 잠재력에 있다. EOR 이 제공하는 수익모델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전되는 모든 CCS 

프로젝트에 대한 경영 사례(business case)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OR 은 브라질에서 

운전되는 단일 프로젝트, 중동에서 건설 중인 2 개의 프로젝트, 중국에서 추진계획 중인 4 개의 

프로젝트의 핵심 특징이기도 하다. EOR 은 수익 창출의 잠재력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CCS 의 

조기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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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동, 이행, 설계 단계의 대규모 CCS 프로젝트에  대한 산업 및 저장 유형별 실제/예상 가동일  

 

 
CCS 가 배출 감축의 최대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CO2 의 대부분이 전용 지중저류층에 

저장되어야 한다(심부 염대수층 저장 등). 자원 추정(Resource estimates)에 따르면 장기적인 CO2 포집 

및 저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EOR 보다는 전용 지중저장 방식이 더욱 큰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노르웨이(Sleipner 와 Snøhvit CO2 저장 프로젝트)와 알제리(In Salah CO2 저장 프로젝트), 

그리고 전세계 수많은 파일럿 테스트 시설(프랑스의 Lacq, 독일의 Ketzin 호주의 Otway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로부터 심부 염대수층 저장에 대한 가치 있는 경험을 얻었다. 현재 건설 중인 3 개의 대규모 

CCS 프로젝트(캐나다의 Quest 프로젝트, 호주의 Gorgon 이산화탄소 주입 프로젝트, 미국의 Illinois 

Industrial 탄소 포집 및 저장 프로젝트)는 육지의 심부 염대수층 저장(onshore deep saline formation 

storage)을 추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2015-16 년에 가동될 예정이다. 

 

‘설계 단계’에 있는 6 개의 프로젝트가 확정되었거나, 이미 심부 염대수층 또는 고갈 가스 저류층 안의 

저장 상태를 탐사하는 중이다. 이 6 개 프로젝트에는 네덜란드의 ROAD 프로젝트, 미국의 FutureGen 

2.0 프로젝트, 그리고 영국의 모든 프로젝트들이 포함된다. 예상 가동일은 2017 년부터 2020 년 

사이이다. 이 프로젝트들로부터 얻은 경험을 하나로 모으면 전용 지중 저장에 대한 지식기반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유럽의 프로젝트를 계획 단계에서 건설 및 가동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이 지역과 전세계에서 CCS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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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내년 안에 10 개 또는 그 이상의 프로젝트들이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현재의 정책 상황과 다음 12-18 개월 안에 채택될 모든 새로운 계획들은 2020 년까지의 CCS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크게 구체화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 계획인 ‘잠재적 포트폴리오’에서 2020 년까지 

실제 가동되는 프로젝트의 ‘실질적 포트폴리오’가 되도록, 재정 및 정책 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계획된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단기적 활동뿐만 아니라, 미래의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0 년대에는 가동되는 프로젝트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교훈은 

2020 년대와 2030 년대에서 비용을 감소하고, 신뢰를 증진하며, 2 세대 및 3 세대 CCS 기술의 적용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나라에도 계획 초기 단계인 

프로젝트가 전혀 없는 상황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CCS 가 IEA 의 시나리오에 걸맞게 탄소 감축 

옵션으로서 완전한 역할을 다하려면,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CCS 를 장기적으로 

보급하고 CCS 투자에 필요한 장기적인 예측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배출 감축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따라서 즉각적이고 장기적은 정책 지원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연구소의 2014 년 인식 조사(Perceptions 

Survey)에 참여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작년에 CCS 정책 환경의 실질적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비율로 그들의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은 새로운 정부 정책 설정에 

달려있다고 응답하였다. 

 

지난 5 년 동안의 기존 정책지원만으로는 2010 년대 초반에 예상한 여러 대규모 CCS 프로젝트를 

‘개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사실 인식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의 40% 이상이 현재의 인센티브는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좌절되지 않도록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인식되었다. 영국의 정책 환경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진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CCS/CCUS (탄소 포집, 활용, 저장)에 대한 미국의 정책, 법, 규제 

환경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미국 내의 프로젝트 역시 진전되고 있다(특히 석유회수증진 기회를 

통하여 지원될 때).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유럽연합(EU)의 CCS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몇몇 

개발도상국은 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거나 CCS 를 더욱 폭넓은 기후 변화 정책의 옵션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각국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해 미래의 CCS 개발에 필수적인 지원기술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CCS 의 진행은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대규모 CCS 프로젝트가 대부분 선진국에서 진행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공공 지원 프로그램, CO2 시장의 기회, 저장 평가, 규제 체제 등의 핵심적인 프로젝트 촉진 

요소들이 가장 발전된 곳이다. 하지만 비 OECD 국가는 앞으로 수십 년간 에너지 수요 성장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들의 시설로부터 상당한 

양의 CO2를 포집 및 저장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IEA 는 2012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에너지 기술 전망)에서 2°C 의 전세계 배출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 년까지 

CCS 보급의 70%가 비 OECD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많은 비 OECD 국가와 개발도상국의 CCS 프로젝트 및 정책 개발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2010 년대가 지나는 동안 그 수가 점점 증가하는 대규모 CCS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과 프레임워크의 시행(지식 공유 및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에 

쏟은 많은 노력은 2025-30 년과 그 이후까지 비 OECD 국가에서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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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어려움과 위험은 충분히 이해되고 있다. 

포집 연구, 개발, 실증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필수적이다.  

 
탄소 포집은 다른 가스 또는 액체로부터 비교적 순수한 CO2 스트림을 분리해내거나 격리시켜, 이것을 

다른 곳에 저장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CCS 프로젝트의 한 부분에 

해당된다. 포집 비용은 관련된 산업 공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천연 가스 공정과 같은 산업에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CO2는 통상적으로 메탄이 풍부한 판매용 가스성분으로부터 분리된다. 이 CO2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고 차후에 수송되어 저장된다면, 이후의 압축과 관련된 추가적인 ‘포집’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발전분야나 고로 제철과 같은 산업에서 CO2는 대개 발전소로부터 

배출된 질소가 풍부한 배출가스 스트림의 매우 일부분이다. 그리고 이 CO2를 분리하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러한 산업에서 포집은 CCS 의 비용 사슬에서 단연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긍정적인 최종 투자 결정이 이루어진 전력분야의 3 개의 CCS 프로젝트는 ‘설계 단계’에 있는 9 개의 

프로젝트들과 함께 위에 설명한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화석연료 발전소로부터 대규모로 CO2 

포집의 실현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종 투자 결정을 눈앞에 

둔 설계 단계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은 이러한 응용에서 실증된 탄소 포집 기법과 기술의 종류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다양한 운전 조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 분야에서 연구개발(R&D)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다양한 포집 기법과 기술의 실증은 필수적이다. 

 

비용 감소는 지금까지 여러 포집 연구개발 및 기술 향상의 핵심적인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대규모 CCS 프로젝트 중에서 비용 감소를 위한 1 세대 기술이 처음으로 

실증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R&D 포집 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모든 개념들이 전부 같은 속도로 진전되거나 전부 파일럿 단계나 그 다음의 실증 단계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유망한 기술들은 다음 10~20 년 동안 투자 비용과 운전 비용을 크게 

감소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탄소 포집에서 더 많은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정부, 학계, 산업계가 차세대 대규모 CCS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광범위한 CCS 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미래의 

혁신적인 포집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 훌륭하고 더 신속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습득된 지식을 공유하고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포집 

기술은 전세계적으로 정부, 학계, 산업계의 지원을 통해 몇 가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개발되는 중이다. 

이것은 특히 유럽, 북미, 아시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은 새로운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수송은 규모의 문제이다. 

 
파이프라인에 의한 대량의 CO2 수송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수십 년 동안 실행되어왔다. 이러한 

파이프라인들은 지금까지 운전되면서 안전의 측면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 국제 표준과 실행 규범(codes of practice)들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현재 CO2 

파이프라인을 위한 기술은 잘 확립되어 있으며 CO2 수송 기반시설은 계속해서 주문되고 건설되고 있다.  

 

파이프라인들은 대량의 CCS 프로젝트와 관련된 CO2 수송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이지만, 선박 수송 또한 세계 각지에서 대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내륙 및 

연안 저장소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유용하다. 선박에 의한 CO2 수송은 이미 유럽에서 소규모로 

실시되고 있으며, 더 큰 규모의 CO2 선박수송은 이제는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액화 천연가스(LNG)의 

선박 수송과 여러모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40 년 동안 공업용 및 식품용 

CO2의 트럭과 철도 수송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파일럿 프로젝트 및 소규모 CCS 프로젝트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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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수송의 주요 문제점은 규모이다. 2050 년까지 에너지 관련 CO2 배출을 절반으로 감소하기 위한 

IEA 의 최소 비용 노선에서 CCS 가 가진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앞으로 30-40 년 안에 건설되어야 

하는 CO2 수송 인프라의 추정 거리는 기존 수송라인보다 약 100 배 더 크다. 

 

CO2 파이프라인 수송의 비용은 파이프라인 길이, CO2 의 양과 해당되는 파이프의 직경, 노무비용, 

그리고 기반시설의 경제수명에 따라서 프로젝트마다 다르다. CCS 의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각자 CO2 배출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는 여러 운영자들 간에 단일 CO2 수송/저장 

기반시설 체계를 공유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역적 관점에서 

CO2 수송 인프라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포인트-투-포인트 운송 방식과는 대조적으로).  

 

필요한 CO2 수송 기반시설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 이산화탄소 배출원/흡수원(CO2 Sources/sinks)을 

연결하는 대규모 CO2 수송 네트워크의 계획, 설계, 실행에서 미국 외부의 경험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미래의 CCS 프로젝트와 대규모 CO2 수송 네트워크 개발이 포함되는 CCS 수송 솔루션 투자 

프로젝트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제 몫을 할 수 있게 된다.  

 
초기 단계 저장 부지 특성화는  CCS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산화탄소는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함유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다공질 암석에 저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석유 및 가스를 지하에 저장하고 그것이 지표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불침투성 

모자암(cap rock)과 같은 암석도 지질학적 규모의 기간 동안 CO2를 가두어 놓을 수 있다. 

 

오늘날, EOR 또는 전용 CO2 저장(dedicated CO2 storage)을 위해 150 개가 넘는 부지에서 CO2 를 

지하로 주입하고 있다. 이 부지 중 대부분은 EOR 방식에 해당되며, 이것은 지난 40 년 동안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최초의 전용 CO2 저장 프로젝트는 1996 년에 노르웨이 Sleipner 해상 가스전에서 

시작되었다. 계절별 및 전략적 저장을 위한 천연가스의 지하 저장은 CO2 저장과 몇 가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CO2 저장소의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기적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들과 기존의 CCS 프로젝트로부터 얻은 경험은 물론 석유 산업으로부터 얻은 경험들은 CO2 

저장의 실행가능성과 운영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다. 많은 수의 CO2지중저장소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들이 이미 ‘규격화되어’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과학 및 지중 엔지니어링 

커뮤니티들은 전체 솔루션을 향상시키고 저장에 적합한 저장소의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여전히 상당한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더욱 다양한 실제 대규모 저장소 시나리오로부터 얻은 더 많은 데이터는 이러한 

노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최종 투자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미개발 부지를 완전히 평가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10 년이 걸릴 수도 

있음)이 소요될 것이다. 이것은 CCS 프로젝트의 포집 및 수송 분야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다. 프로젝트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저장 가능성은 가장 불확실한 요소이며, 여기에 상당한 

규모의 자원을 할당해야 할 수도 있다. 특정한 저장 부지의 특성들은 CO2 포집 플랜트와 수송 시스템의 

설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0 년 이후에 필요한 CCS 상용화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저장 

용량을 찾아내는 어려움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 프로젝트는 이러한 탐사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저장 대상을 조사해야 할지도 모른다.  

 

저장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에 때문에 광범위한 CCS 상용화가 지연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대규모의 CO2 저장 용량 탐사와 평가를 권장하는 정책 및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시급히 필요하다. 



 

Page 12 of 12 

 

대중 참여는 모든 국가의 CCS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가장 발전된 CCS 프로젝트들은 대중 참여(public engagement)와 장기적인 봉사 활동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히 지역의 이해관계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이루어졌다. CCS 에 대한 이해 증진과 수용을 위하여 이러한 참여와 봉사는 중요하다(특히 특정 

프로젝트에 관해서). 보통,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된 참여 방법은 대면 회의, 부지 

방문, 공식 회의, 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사실상 직접적인 방법들이다. 

 

긍정적인 최종 투자결정을 받은 3 개의 대규모 전력분야 CCS 프로젝트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CO2 

배출 감축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CCS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의사소통의 노력이 성과를 맺도록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와 같은 CCS 

보급에서의 중요한 성과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단지 CCS 기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 및 저탄소 에너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10 년 초반부터 프로젝트 주기의 가장 발전된 단계까지 진전된 선도자적 프로젝트들은 거의 미주, 

중동, 아프리카(EMEA)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반면에, 개발 초기단계의 대규모 CCS 프로젝트 대부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연구소의 2014 년 인식 조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프로젝트 중 

3 분의 1 가량이 이해당사자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대중 참여 전략을 개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상당수의 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전략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모범 사례를 

적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지역내 다른 프로젝트를 위한 중요하고 유익한 사례 연구(case study)에 

착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CCS 사회 조사의 대다수는 선진국에 초점을 맞추었고, 개발도상국의 CCS 역할은 

그다지 밝혀내지 못하였다. 이것은 CCS 가 가장 많이 발전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의 CCS 프로젝트와 학자들의 지식과 경험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시급히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선진경제권과 신흥경제권에서 각자 필요한 것의 

차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신흥경제권의 프로젝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CCS 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 협력은 필수적이다. 

몇몇 대규모 CCS 프로젝트들이 수십 년간 운영되어 왔음에도, 전체 업계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이러한 개발 단계에 있는 모든 산업에서는, 초기 실험실 개념부터 확장 가능한 파일럿 테스트와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전체 개발 체인에서의 지식 공유와 협력으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프로젝트 

사례 연구 및 CCS 와 기후변화 커뮤니티의 주된 의견은 다른 프로젝트와의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험을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프로젝트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로 전달하는 

것은 비용과 리스크를 감소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정부, 금융 단체들 사이에 CCS 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것이다. 특히, 미래의 탄소 감축 임무의 상당한 규모를 고려하고, 개도국에서 최소 

비용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CCS 의 역할을 고려하면, 선진국의 경험을 개도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