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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자적인 프로젝트가 기후 격차에 대한 열쇠   
파리의 COP21 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습니다. 이 회의는 기후 
변화 노력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고 현 세계가 심각한 기후 변화 결과를 
회피하도록 이끌 성과를 낼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 가스 배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측면의 예측에 있어 COP 21 회담에 
대한 국가의 전체적 약속과 실제 과학이 우리의 과제에 대해 말해 주는 것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타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탄소 포집 및 저장 (CCS)의 
본격적인 사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신빙성 있는 독립 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2040 년까지 세계는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성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석 연료에 
주로 의존합니다.  

전문가 보고에서 밝혀진 것은 모든 저탄소 기술이 우리의 기후 목표를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조점은 IPCC 의 5 차 평가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후 모델이 CCS 없이 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충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CCS 가 없으면 평균 138 퍼센트가 상승함으로써 경감 비용이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CS 테크놀러지는 검증되었고 전 세계에서 사용 중입니다. 이는 화석 연료 기반의 발전소에서의 CO2 배출을 
제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며 앞으로 특히 아시아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전력에 있어 
CCS 는 현실입니다. 캐나다의 사스카체완에 위치한 사스크파워 바운드리 댐 시설의 전력 부문 세계 최초의 
대규모 CCS 프로젝트는 이제 가동 일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대규모 파워 CCS 프로젝트가 두 개 더 
2016 년에 연이어 출현할 것입니다. 

CCS 는 또한 여러 산업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가스의 상당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옵션입니다. 
2016 년 아부다비에서 대규모 CCS 를 갖춘 세계 최초 철강소의 출범이 이 부문에 있어 신기원을 이룰 
것입니다. 

2015 년 7 월에 발표된 최근 기관 차원의 분석에서 증명되었다시피 CCS 는 대규모 배출 감소를 성취하기 
위한 비용 효과적인 테크놀러지입니다. 사스크파워로 최대 30 퍼센트의 비용 감소가 다음 프로젝트에서 
가능한 것으로 언급되므로 차후의 견실한 이득이 다음 프로젝트 창출에서 가능합니다.  

2016 년 및 2017 년은 연 이어 출현할 7 개의 대규모 CCS 프로젝트로 CCS 를 위한 선구적인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프로젝트가 미국, 캐나다,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UAE) 및 호주를 비롯하여 
여러 산업 부문에 걸쳐 CCS 의 출현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10 년 전 시작할 때보다 세 배가 많은 
22 개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운영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숫자는 국제 기후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금세기 중반까지 필요한 수 천개의 프로젝트를 
고려하면 적은 숫자입니다.  

CCS 가 10 년간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이제 급격한 추진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 자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사 결정자들이 아래 사항을 추진하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CCS 가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시도할 국내적 전략에서 수행할 중요한 역할을 인식 
 발전된 기획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최종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이점의 파급효과를 확실시 
 기타 저렴한 탄소 테크놀러지와 함께 CCS 를 위한 공평한 수준의 고려, 인식 및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광범위한 전개를 위한 기반 강화.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CCS 투자 및 광범위한 공개를 위해 적극적인 비즈니스 케이스를 지원하는 예측가능하고 
지속적인 정책 제공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CCS 법규 및 규정을 국제적으로 실시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저장 지대 파악 및 특성화에 인센티브 부여 
 

 연구 및 개발 자료를 증대하여 경비를 더욱 절감하고 포집 및 저장 테크놀러지의 효율성 증대 

요컨대, 우리는 CCS 없이는 기후의 도전 규모에 대처할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이 이러한 성과에 
초점을 둔 효과적인 정책을 실시할 때입니다.  

브래드 페이지,   

최고 경영자, GLOBAL CCS INSTITUTE 

 



유럽연합 에너지및기후 대처 위원장 미구엘 아리아스 까네트의 설명 
 

12 월에 세계 지도자들이 파리에 모여 새로운 글로벌 기후 조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유럽 연합 (EU)은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고 전망이 있으며 

공정한 그리고 전 세계가 2 도 미만의 온도 상승 제한을 위해 지속적인 궤도를 

유지할 국제 협정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U 는 1990 년 수준과 비교하여 EU 온실 가스 배출을 2030 년까지 최소한 40 

퍼센트로 감소할 구속력 있는 목표를 제출한 최초의 주요 경제 국가였습니다. 

이 목표는 2030 년 기후 및 에너지 체제의 일환으로서 2014 년 10 월에 EU 

지도자들이 동의한 것입니다.  

차후 여러해 동안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요 

구축 기반들이 신규 협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먼저 신규 조약은 역동성을 가져 

국가들의 배출 감소 노력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강화할 절차를 수반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좀더 

장기적인 여정의 방향에 대해 서로 동의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2 도 미만 목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2050 년까지 2010 년 대비 최소한 60 퍼센트까지 세계적인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는 신뢰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이는 견실한 규정과 보고를 통해 

모든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파리 회의 이후에 있을 절차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규 협정의 성공은 차후의 실행 

여부에 달여 있습니다. EU 에서는 전망 있는 기후 대처 행동이 경제 성장과 맞물려 있음을 이미 보였습니다. 

1990 년과 2013 년 사이에 EU 온실 가스 배출은 EU 의 GDP 가 45 퍼센트 성장을 하는 동안에 19 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파리는 유럽과 전 세계에 걸쳐 저탄소 이행에 박차를 가할 유일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탄소 

포집과 저장 (CCS)은 다른 혁신적 저탄소 테크놀러지와 더불어 전세계 온실 가스 배출 감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올해 초반 부에 유럽연합은 미래지향적인 기후 변화 정책으로 탄력있는 에너지 연합을 성취하기 위해 전략을 

내 놓았습니다. EU 의 목표는 28 개 EU 회원 국가들의 에너지 시장을 단일 에너지 연합으로 통합하여 유럽을 

좀더 에너지 의존적이지 않게 하며 투자자들이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필요한 예측 가능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탄소 및 친기후 경제, 시민들을 우선 순위로 하는 에너지 연합으로의 기본적인 과정이며 

좀더 저렴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실현 가능합니다. 

CCS 는 전세계 및 지역적 에너지 안정을 확실시하면서 2050 년 일정 내에서 기후 완화 목표를 충족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행보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 (IPCC)인 제 
5 차 평가 종합 보고서 (2014)에서 기타 사항과 함께 결론을 내린 것은 CCS 없이는 기후 변화 완화 비용이 

138 퍼센트까지 증가하며 CCS 없이는 산업화 이전 수준과 관련하여 지구 온난화를 섭씨 2 도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CCS 는 현재 특정 산업 절차에서 온실 가스 배출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유일한 테크놀러지이며 특히 전력 

생산에서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전력 부문의 비탄소화를 위한 주요 테크놀러지 옵션이 됩니다. 

유럽에서 대규모 CCS 설치의 성공적인 시범은 EU 의 당면한 큰 도전이며 차후 테크놀러지의 최적기 전개, 

비용 효율성의 확정 및 투자자들과 일반인들에게 CCS 의 긍정적 인식 심기 등을 확실시하는 중요한 단계를 

보일 것입니다.  

EU 는 이산화탄소의 지질학적 저장에 대한 지침서를 갖춘 규제적 확실성과 CCS 시범 프로젝트를 위한 EU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즉, 회복을 위한 유럽 에너지 프로그램 (EEPR), NER 

300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그램의 미래 혁신 기금을 통한 기획 지속성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이들 노력이 

성공을 거두는 데 있어 필요불가결한 요소는 EU 배출 거래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CCS 를 위한 건전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제공하고 따라서 7 월에 유럽연합이 채택한 전망 있는 제안들에 기반한 이 거래 시스템의 

검토가 결정적이 될 것이라는 것에 투자자들이 확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구엘 아리아스 까네트 

유럽연합 에너지및기후 대처 위원장 

  

 



CCS 는 필수적이다 

기온 상승을 섭씨 2 도 미만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전세계의 공동 대처에도 불구하고 화석 연료는 2040 년까지 

여전히 전세계의 주요 에너지의 60 퍼센트를 차지할 것이다. 1 화석 연료는 현재 주요 에너지 수요의 약 

80 퍼센트를 차지한다. 2 화석 연료의 수요는 선진국에서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개발도상국에서의 수요는 

증가하여 왔고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기술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이루어진 투자는 차후 30 년 이상 배출 소스가 될 것이다.  

석탄 연료 발전소는 전세계 이산화탄소 (CO2)에 대한 최대 소스이며 현재 전체 전력 생산의 약 40 퍼센트를 

제공한다. 3 석탄은 여러 나라에서 다량 생산되는 연료이다. 투자 비용이 대체적으로 혹은 전폭적으로 회수되는 

기존 석탄 연료 발전소의 전력은 당분간은 기타 에너지 테크놀러지에 대해 비용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 가스 

연료 발전소는 석탄 연료 발전소보다 CO2 가 덜 집약적이다. 하지만 가스 연료 발전기는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전력 부문 CO2 배출의 약 20 퍼센트를 차지한다. 4  

산업체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상당한 양이며 전세계 배출의 약 25 퍼센트를 차지한다. 천연가스 공정뿐만 

아니라 CO2 는 많은 제조 과정의 부산물이며 예로는 강철, 시멘트 및 화학품 제조가 있다. 이 모든 것이 현대 

사회에 필요한 것이며 탈탄소화가 필수적이다. 

CCS 는 화석연료 발전소와 이들 산업 공정으로부터 나오는 배출량을 상당한 규모로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테크놀러지이다. 또한 재생 테크놀러지가 산업 부문에서 CCS 에 대한 절감 대체용이 아님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섭씨 2 도 미만으로 기온 상승을 제한하는 국제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변경 규모와 저탄소 

테크놀러지 전개 수준이 방대하다. 모든 경제 부문에서 모든 배출 감소 해결이 필요하다 (그림 1). 

그림 1: 산업 및 전력에서 CO2 배출 감소 누적량 (2012 년에서 2050 년, 2DS) 5 

 
CCS 전개 규모 면에서 현재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15 개 대규모 CCS 프로젝트는 연간 최대 2800 만 톤의 CO2 

(Mtpa)를 포집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섭씨 2 도 목표를 성취할 최저 비용 성과의 IEA 모델링은 2040 년에 약 

40 억 톤, 2050 년에 약 60 억 톤의 증가를 위해 이러한 필요 사항이 제안된다. 6  

2050 년 이후에 많은 기후 모델이 시사하는 바는 세계가 ‘순 네거티브 배출’을 성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매스의 연소에 이용되는 CCS 는 이 기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 대규모 ‘순 네거티브’ 

배출이다. IPCC 의 5 차 평가 종합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은 생물-CCS 를 포함하여 CCS 의 전개는 기후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것이며 또한 2100 년까지 필요한 배출 감소를 성취할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이다. 7 세계를 ‘탄소 예산’ 낭비에서 구제하는 방법으로서 순 

네거티브 기술의 역할은 각 정부가 차후에 기후 변화에 대처할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명백하게 부각될 것이다.

                                                           
1 (IEA, 2015) 
2 (IEA, 2014) 
3 (IEA, 2014) 
4 (IEA, 2014) 
5 IEA 데이터 기반. 데이터출처: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5© OECD/IEA 2015, IEA Publishing; Global CCS 

Institute 에서 수정.  
6 (IEA, 2015) 
7 (IPCC, 2014) 



CCS 프로젝트의 획기적 기간 

CCS 프로젝트의 견조한 흐름이 범세계적 가동을 

시작한다  

2015 년에 가동되는 세계 14 번째 및 15 번째 대규모  

CCS 프로젝트와, 향후 18 개월 동안 출범할 전력과 

철강 및 화학 산업 분야의 주요 프로젝트 덕분에, 

CCS 가 기술 개발을 위한 획기적 기간에 진입했다. 

2015 년에 캐나다에서는 퀘스트 (Quest) 프로젝트가 

출범했고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우스마니아 

(Uthmaniyah) CO2-EOR 실증 프로젝트가 출범했다. 

두 프로젝트는 각각 자국 지역에서 뜻깊은 첫 걸음을 

내딛는다 (우측 참조). 

현재 전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15 건의 대규모 CCS 

프로젝트는 2010 년대 초의 7 건과 비교되며, 세계 

도처에서 작동하고 있는 기술을 실증하면서 

프로젝트들의 견조한 흐름을 드러낸다 (그림 2). 

그림 2: 연도별 가동 중인 대규모 CCS 프로젝트 

 

가동되는 대규모 CCS 포트폴리오가 향후 약 

18 개월에 걸쳐 22 건으로 늘어나 해당 국가, 산업 및 

기술의 확대가 예상된다 (그림 2 와 3). 이는 약 40 

Mtpa 의 CO2 포집 역량과 같다. 

이 대규모 CCS 포트폴리오는 일련의 주목할만한 

전세계적 시범 및 실증 프로젝트에 의해  보완되며, 

연간 100,000 톤 혹은 그 이상의 CO2 를 포집 및 

저장하게 된다. 

지난 1 년간 중요한 정책 및 규제가 개발되었다. 

여기에는 기후 의제에 대한 뜻깊은 미-중 협력,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배출량 성과 표준 및 저장 이슈 

확정사항에 대한 ‘최종 규칙’과 ‘주요 원칙’ 발표, 

다양한 유럽 에너지 정책 및 CCS-특정 정책에 대한  

비평 등이 포함된다.  

세계적인 주요 정책 및 규제 개발은 본 요약 보고서 

말미의 부록 A 에 별도로 첨부되었다.  

2015 프로젝트 하이라이트 

퀘스트 (Quest) 

2015 년 11 월 캐나다 앨버타에서 출범한, 퀘스트 

프로젝트는 역청을 합성원유로 업그레이드하는 수소 

제조과정에서 약 1 Mtpa 의 CO2 를 포집할 수 있다.  

퀘스트는 심부의 염대수층에 CO2 만 저장하는, 북미 

최초의 대규모 CCS 프로젝트이며, 세계적으로는 

2008 년 

노르웨이의 

스노허빗 CO2 저장 

프로젝트 가동 

이후 그 일을 하는 

최초의 

프로젝트다.  

쉘이 (Shell)이 

퀘스트 개발에서 

얻은 주요 지식이 담긴 사례연구는 여기에서 열람 

가능하다.  

우스마니아 CO2-EOR 실증 프로젝트 

2015 년 7 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출범한, 

우스마니아 프로젝트는 중동에서 최초로 가동되는 

대규모 CCS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석유회수증진(EOR)을 위한 

우스마니아 

생산시설 주입용 

천연가스액체 

회수 플랜트에서 

약 0.8 Mtpa 의 

CO2 를 포집할 수 

있다. 이 

프로제트에는 

포괄적인 

모니터링 및 R&D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바운더리 댐 (Boundary Dam) CCS 프로젝트 

바운더리 댐 CCS 프로젝트는 전력 부문에서 세계 

최초로 가동되는 대규모 CCS 프로젝트다. 2015 년, 

1 년 가동이라는 의미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최근의 보고서에 사스크파워 (SaskPower)가 

바운더리 댐의 CCS 개발 및 조기 가동에서 얻은 주요 

지식 및 경험이 요약되어 있다.   

 

 
Shell 제공 이미지 

  

Saudi Aramco 제공 이미지 

 

 

 

             SaskPower 제공 이미지 

 

http://www.globalccsinstitute.com/publications/shell-quest-case-study
http://ieaghg.org/publications/technical-reports/2015-technical-reports/603-2015-06


CCS 프로젝트의 획기적 기간  
그림 3: 건설 중 및 2016 년과 2017 년 가동이 예상되는 대규모 CCS 프로젝트 

 

 

 

 

  
 

 

 

일리노이스 산업 

CCS 프로젝트 
 

켐퍼 카운티 

에너지 설비 
 

페트라 노바  탄소 

포집 프로젝트 

 

아부다비 CCS 

프로젝트 
 

고르곤 (Gorgon) 

이산화탄소 주입 

프로젝트  

앨버타 탄소 

트렁크 라인 

프로젝트 

2016 년 초에 가동이 예상되는  

일리노이스 산업 CCS 프로젝트는 

Decatur 에 있는 Archer Daniel 

Midlands 옥수수 에탄올 

생산설비에서 약 1.0 Mtpa 의 CO2 

를 포집하는 세계 최초의 대규모 

바이오-CCS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CO2 를 1 Mtpa 

규모로 심부의 염대수층에 

주입하는 미국 최초의 통합 CCS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CCS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의 대규모 

CCS 적용 철강 프로젝트다. 

EOR 을 목적으로 하는 에미리트 

강철 플랜트 (Emirates Steel 

Plant)의 직접환원철 공정에서 약 

0.8 Mtpa 의 CO2 가 포집될 

것이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고르곤 

이산화탄소 주입 프로젝트가 

출범하면, CO2 를 심부의 

염대수층에 주입하는 세계 최대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3.4 내지 4.0 Mtpa 의 CO2 가  깊이 

2km 이상의 심부 염대수층에 

주입된다. 

미시시피의 켐퍼 카운티 에너지 

설비가 가동되면, CO2 포집량 (약 

3.0 Mtpa, EOR 에 이용) 관점에서 

세계 최대의 CCS 전력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 시설은 Southern Company 와 

KBR 이 손잡고 미국 에너지부(US 

DOE)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TRIGTM 석탄가스화공정 최초의 

상업적 규모 전개가 될 것이다. 

 

2016 년 말로 계획된 이 

프로젝트가 출범하게되면, 세계 

최대의 발전소 연소 후 포집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텍사스 

휴스턴 근처 W.A. Parish 플랜트의  

8 번 시설에 1.4 Mtpa 를 포집할 수 

있는 연소 후 시스템이 새로 

장착되고 있다.  

포집된 CO2 는 EOR 용으로 이용될 

것이다.   

 

240 km 의 앨버타 탄소 트렁크 

라인 (ACTL)은 앨버타 산업 

중심지의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 

CO2 를 EOR 용으로 쇠퇴하는 

센트럴 알버타 유전으로 운반할 

것이다.  

ACTL 의 초기 CO2 출처는  

(기존의) Agrium 비료공장과 (새로 

짓는) North West Redwater 역청 

정제공장이다. 



가동 중인 CCS 프로젝트의 지구적 포트폴리오가 모습을 드러낸다 

가동 중인 15 건의 대규모 프로젝트 (가동 단계)와 2016 년 및 2017 년 가동 예정인 7 건 (현재 이행 단계) 

외에도, 추가적으로 11 건의 프로젝트가 후기 계획 단계 (설계 단계)에 있다. 이 11 건의 프로젝트는 도합 

약 15 Mtpa 의 CO2 포집 역량을 갖고 있다. 

그림 4: 지역 및 프로젝트 존속주기 단계별, 가동·이행·설계 단계의 대규모 CCS 프로젝트 실제 가동일 및 예상 

가동일 

 

 

이 11 건의 프로젝트로 인해, 개발의 초점이 북미 (후기 계획 단계 3 건)에서 유럽 및 중국 (후기 계획 단계 

도합 8 건)의 프로젝트로 이동한다. 

주요 유럽 프로젝트의 결승점 통과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모든 프로젝트가 전력발전 부문에 있으며, 다양한 포집 기술, 연료 출처, 기술 제공자, 그리고 해양 심부 

염수와  고갈 탄화수소 저류층 양쪽으로의 주입 등을 수반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다양한 기타 산업을 끌어들이는 촉발 허브 및 클러스터 개발의 ‘주축 

프로젝트 (anchor project)’로 작용할 수 있다.  

2020 년까지 30 건 이상의 대규모 CCS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지구적 포트폴리오는 CCS 기술 성숙을 한층 

강화하고, 지구적 CO2 배출 감소에 있어서 CCS 의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키며, 환경친화적인 기술로서의 

CCS 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증진할 것이다. 이렇게 CCS 활동의 전체 스펙트럼에 걸친 포트폴리오에서 

습득된 교훈으로 인해, 2020 년 이후의 CCS 프로젝트 전개와 관련하여 인식된 리스크는 크게 줄어들 것이며, 

투자자 및 이해당사자들의 신념은 강화될 것이다. 

 

 

 

 

 

 



후기 계획 단계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결승점을 지나서’ 지원받아야 

한다 

후기 계획 단계에 있는 11 건의 프로젝트 중 약 절반이 2016 년 중반까지 최종투자결정(FID)의 자리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의 진한 오렌지색 원들이며 아래에 간략히 설명됨). 

 

 

 

 

 

 
 

이 5 건의 프로젝트, 그리고 최종투자결정이 다가오는 기타 프로젝트들을, 정부 및 지지자들이 ‘결승점을 

넘어서’지원할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텍사스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피터헤드 CCS 

프로젝트 

화이트 로스 CCS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비료제품, 텍사스 

전력망을 위한 전력 및 EOR 용 

CO2 를 생산할 신축 통합 가스화 

결합 사이클 (IGCC) 플랜트로부터 

약 2.4 Mtpa 의 CO2 를 저장할 

것이다. 공학 조사가 완료되었고 

계약 준비가 논의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협력계약서를 통해 

US DOE 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북동 스코틀랜드에 

있는 기존의 해안 가스연소 

발전소에 탄소 포집 기술을 새로 

장착하여 약  1.0 Mtpa 의 CO2 를 

포집할 것이다. 기존의 파이프라인 

인프라가 CO2 를 해양의 고갈된 

가스 저류층으로 운반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UK CCS 상업화 

프로그램에 따라 설비자금 자격이 

되는 우선 입찰자 두 개 업체 중 

하나다.  

 

이 프로젝트는 노스 요크셔에 

예정되어 있는 신규 순산소 전력 

플랜트에서 약 2.0 Mtpa 의 CO2 를 

포집할 것이다. 예정된 요크셔 및 

험버 CCS 크로스 컨트리 

파이프라인은 포집된 CO2 를 해양의 

심부 염수저장시설과 연결되는 

해안으로 운반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UK CCS 상업화 

프로그램에 따라 설비자금 자격이 

되는 우선 입찰자  두 업체 중 

하나이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자금제공 

판정을 받았다. 

 

ROAD 

 

옌창 통합 CCS 

실증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로테르담 산업 

지대의 Maasvlakte 구역 내 신규 

건설된 발전소에 새로 장착되는 

탄소 포집 기술을 통해 약 1.1 

Mtpa 의 CO2 를 포집할 것이다. 

이 CO2는 가까운 거리의 고갈된 

가스 저류층으로 운반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EC 및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재정적 갭을 메우려는 EC 

추진정택에 대해 노르웨이가 

자금을 위탁했다).   

중국 산시성의 화학 플랜트 

가스화 시설에서 0.4 내지 0.5 

Mtpa 의 CO2 가 포집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CO2 가 EOR 

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아울러, 

기존의 포집 플랜트로부터의 

규모 상향이 포함된다.  

이 프로젝트는 2015 년 9 월 기후 

변화에 대한 미-중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서에서 미-중 협력 

프로젝트로 확인되었다. 

지방정부 및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최종투자결정이 곧 

내려질 수 있다.  



CCS 전개를 가속화하기 위한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초기 계획 단계에 있는 12 건의 프로젝트를 추가하면, 대규모 CCS 프로젝트의 총수는 현재 45 건이며, 총 

CO2 포집 역량은 80 Mtpa 이다. 이 포집 역량 수준은 향후 20~30 년 동안 기후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CCS 전개량에 비하면 미미해 보이며, 2040 년이면 매년 포집 및 저장되는 CO2 가 약 40 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운영되는 프로젝트와 연구 및 개발 (R&D)로부터의 교훈을 다음 세대 플랜트로 전환시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수년이 될 수 있다. 또한 최종 투자결정을 지원하는 저장 장소를 적절히 특성화하는 일도 여러 해가 

걸릴 수 있다. 동일한 원리가 정책과 법률 및 규정 개선 일정에도 적용된다.  

국제적 기후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수준까지 CCS 전개를 가속화하는 도전에는 강력한 정책이 

필수적이다. 2020 년대 및  그 이후에 비용 효율이 높은 CCS 전개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 

체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10 년대에 긴급한 조치가 요구된다. 아래에서 주요 조치 영역들이 논의된다. 

1. CCS 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정책들  

본 기관은 2015 년 8 월 본 기관의 CCS 정책 지표 (CCS Policy Indicator) 8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그 안에, 

국가들이 기술에 대해 가져야 하는 관심 수준과 관련하여, CCS 에 대한 정책 지원에 따라 국가 순위를 사분면에 

나타냈다. 영국 (UK), 미국 및 캐나다가 ‘상층’에 있다. 이 나라들은 아래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이행하였다.  

 발전기 탄소배출 강도를 줄이도록 요구하는 직접 규제 

 대규모 CCS 프로젝트 및 R&D 에 대한 정부의 자금 제공 

 탄소가격제 및 세금 공제를 포함한, 세제 및 시장 기반의 인센티브 

 든든히 지원하는 CO2 저장 관리 법률 및 규제 체제 

그림 5: CCS 정책 지표 2015 결과9 

 

                                                           
8 (Global CCS Institute, 2015a) 
9 원의 크기는 2015 년 10 월 현재의 프로젝트 수를 나타낸다. 



부상하는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견고한 공적 지원의 뒷받침을 받아 개발되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정책을 

요구한다. 각각의 CCS 프로젝트는 파악, 평가, 적절한 지질학적 저장 장소에 대한 허가를 포함하여, 계획에 

들어가는 리드 타임 외에 30 년 이상의 존속 기간을 갖는다. 

기술적 전개는 정책이 모든 기술의 상대적 중요도를 인정하는 최소 비용 방식으로만 착수될 수 있다. 정책 동등 

원칙 (공평한 수준의 고려, 인정 및 지원이 다른 저탄소 기술과 관련된 CCS 에 주어짐)의 적용을 통해서, 소중한 

공적 자원이 잘못 할당될 위험성도 최소화된다. 정부는 강력한 배출량 감축 목표와 함께 적절한 인센티브를 

설정해야 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각 장소의 특정한 기술적, 경제적 특성에 일치하는 혼합 기술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에서 거명한 국가들의 견고한 정책은 CCS 에 대한 전략적 노력의 산물이다. 또한 이 정부들은 최소 비용 

방식으로 배출량 감축을 제공할 기술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CCS 가 필수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일에서 CCS 의 완전한 유익이 실현되어야 한다면 모든 정부가 추가 조치를 취할 여지는 

있다. 

2. 전세계에 걸친 CCS-특정적 법률 및 규정의 심화 전개 

CCS-특정적 법률 및 규정의 개발이 정부와 프로젝트 지지자들 모두에게 세계적인 중대 이슈로 남아 있다.  

본 기관이 최근에 발표한 CCS 법률 및 규정 지표10에서 드러난 사실은 현재까지 불과 소수의 국가들만이 

프로젝트 전개와 관련된 많은 이슈를 처리할 수 있는 포괄적 체제를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호주, 캐나다, 덴마크, 

미국, 영국이 CCS 프로젝트 존속주기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CCS-특정적 법률 혹은 기존의 법률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표 1: 법률 및 규정 지표 결과 (국명 알파벳 순) 

국가 총점 

(87 점 만점) 

밴드 A: CCS 프로젝트 주기의 대부분에 걸쳐 적용 가능한  CCS-

특정적 법률 혹은 기존 법률 구비 (5 개국) 
평균 점수: 65 

 

 

호주 67.0 

 

 

캐나다 65.5 

 

 

영국 65.0 

 

 

미국 64.0 

 

 
덴마크 62.0 

밴드 B: CCS 프로젝트 주기의 일부에 걸쳐 적용 가능한 CCS-특정적 

법률 혹은 기존 법률 구비 (27 개국) 
평균 점수: 47 

밴드 C: CCS 프로젝트 주기의 일부에 걸쳐 적용 가능한 CCS-

특정적 법률 혹은 기존 법률이 거의 미비 (점수 획득 21 개국)  
 평균 점수: 26 

하지만 대다수의 관할권이 아직 포괄적인 체제를 개발하지 못했고 CCS 프로젝트를 관할할 수 있는 제한적 

법률만 구비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 그룹에 속한 국가들 즉, 기술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노력이 있고, 개발 

파이프라인에 있는 프로젝트를 보유한 국가들이 국내 법률 및 규제 체제를  진전시키는 일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  

본 기관의 2015 CCS 인식 조사 (2015 CCS Perceptions Survey)는 국내적 CCS 법률 및 규제 체제에 대한 

프로젝트 차원의 인식이 명확히 양분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유럽 및 북미 프로젝트들은 규제 환경이 대개 

든든히 지원해준다고 믿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고, 그들 국가의 체제가 주요 규제 요소를 다루고 

있다는 실례들을 부각시켰다.  

                                                           
10 (Global CCS Institute, 2015b) 



 

 

하지만 아시아 지역 프로젝트들의 경우, CCS-특정적 법률 및 규정 (저유가와 동조됨)의 부재가 최종 투자 

결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에 충격을 주고 있다. 3년 연속으로, 프로젝트들은 국가적 법률 및 규제 체제에 

의해 대체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중대 이슈로서,  CO2의 국경을 넘는 이동, 가동 후 가동자 책임 전가, 

그리고 가동 후 전가하는 경우의 모든 책임을 다루는 기준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전세계에 걸쳐 CCS-특정적 법률 및 규정의 심화 전개를 위한 여지가 상당하다. 법률 개발 준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 더 앞선 체제를 가진 다른 나라들의 교훈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가적 법률 및 규제 체제에 

추가적 개발 및 확대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건설적이다.  

3. 프로젝트를 통해 최종 투자 결정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선정 및 저장 장소의 특성화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안전한 CO2 의 지질학적 저장은 세계 도처의 다양한 성공적 프로젝트에서 이미 

실증되었다. 저장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특성화하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종료 및 폐쇄하는 기술이 이미 사용 

가능하다.  

배출량 감축 목표에 의해 요구되는 CCS 전개의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장이 현재보다도 훨씬 큰 

규모로 성취될 필요가 있다.  

저장 자원의 상세한 지역적 조사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노르웨이 및 영국을 포함한 몇몇 주요 국가에서 

이미 착수되었다. 또한 유럽 및 동남아시아에서의 다국적 추진정책 덕분에 이용 가능한 자원의 지구적 지식 

기반이 증진되었다. 중국,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를 포함한 기타 여러 국가는 좀더 이론적 차원에서 

자원을 평가하였고 정확한 추정치를 향해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그림 6: 저장 자원 평가의 지질학적 적용범위11 

 

이러한 다양한 평가들이 모두 보여준 사실은, 보수적 가정을 이용하더라도, CCS 전개를 지원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저장 자원이 광대하며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제안된 역량 요건을 훨신 초과한다는 점이다. 가령, US 

DOE 에 의해 작성된 미국의 보수적 평가는-규제 및 경제적 요인을 전제로-1,600 Gt 의 CO2 가 심부의 

염대수층에 저장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12 

지역적 자원 평가는 장소 선정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 지지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점과 정책 수립자 및 

규제기관에게 전후 사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각 저장 프로젝트의 정확한 지질은 유별나게 

장소-특정적이다. 프로젝트 지지자들의 최종투자결정을 위해 저장 용량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주기 위한 

상세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 

                                                           
11 (Global CCS Institute & Causebrook, 2015) 
12 이 양은 현재 미국 연간 CO2 배출량의 약 300 년 분량에 해당한다. 



최종 투자결정을 지원하는 장소-특정적 저장 용량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소요시간은 가변적이다.  고갈된 

석유 및 가스전이나 EOR 과 관련된 저장의 경우, 지하에 대한 기존의 상세한 지식과 이용 가능한 인프라 

덕분에 CO2 저장을 위한 신속한 계획 공식화 및 규정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대조적으로, 특성화 데이터가 

매우 적은 심부의 염대수층에 CO2 를 저장하려는 제안은 최대 10 년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 

기후 목표 충족을 위해 필요한 2020 년 이후 CCS 전개의 규모를 가정하면, 적절한 저장 용량을 입증하는 

문제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한 프로젝트의 가능성 있는 저장 장소가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탐사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의 저장 목표지를 조사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2010 년대에 2020 년 이후의 광범위한 CCS 전개에 대비하기 위한  저장 관련 조치 착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용 가능한 저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느려지고 있는 광범위한 CCS 전개의 리스크 감소를 위해, 

프로젝트 지지자들의 최종투자결정을 지원할 저장 장소의 선정 및 특성화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줄 필요성이 

시급하다. 특별히 심부의 지하 데이터가 제한적인 지역의 경우가 그렇다. 지역적 자원 평가는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고 정책 수립자 및 규제기관에게 소중한 전후 사정을 제시할 수 있다. 

4. 더 비용 효과적인 포집 기술의 진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 노력  

우리가 탄소 포집 기술의 미래를 살펴볼 때, 두 가지 주요 중점 영역의 통합이 자본 및 운영비 절감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 첫째, 앞서 설명한 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에서 습득한 교훈이 미래 탄소 포집 시설의 설계, 

건설 및 운영비용 감소를 위한 소중한 정보가 될 것이다. 둘째, 가동되는 프로젝트의 학습에서 나오는 것 

이상으로 비용을 추가 절감하려면 R&D 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해야만 한다.  

제 2 세대 기술은 2025 년 내에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보다 20% 저렴한 비용으로 실증 테스트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목표가 설정되었다 (전기 비용의 관점에서) (그림 7). 변형 기술은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에 

비해 30%까지 비용을 절감하고 2030 년 내에 실증 테스트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목표가 

설정되었다.            13,14 

실제적인 공정 가스를 이용하는 제 2 세대 

기술의 시범 규모 테스트가 더 비용 효과적인 

포집 기술 진보에 있어서 중대한 단계이다. 현재 

범세계적으로 시범 규모로 테스트 되고 있는 

(혹은 곧 테스트될) 몇 건의 제 2 세대 포집 

기술이 있다. 이 기술들이 결국 광범위한 전개에 

이를 수 있는 향후 저비용 실증 테스트의 중요한 

물결을 형성할 후보 기술들이다  

또한 시범 규모 테스트가 모듈식 포집 시스템의 

상업적 전개를 통해 일부 기술에 대한 ‘nth-of-

a-kind’ 지위 지정 가속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모듈식 시스템의 이점으로는 공장제작, 저렴한  

착수 비용, 그리고 변화하는 규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연속되는 포집 시설을 

추가하는 유연성 등을 통한 책임성 및 품질 

증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개 방법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완전한 규모의 실증보다는 모듈식 규모의 실증에서 모방, 대량생산 및 ‘실천에 의한 학습’을 

통해 전개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또한 변형 포집 방법에 대한 R&D 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은, CO2 제거 과업을 위해 분자 

수준에서 최적화되는 액체 및 고체 원료의 개발, 초음속 팽창과 전기화학적 공정 등과 같은 가스 분리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술의 이용, 다양한 기술의 이점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의 개발 등이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기술들이 단일 기술 방식에서 성취될 수 있는 것보다도 비용 및 성과를 더 개선하는 

시너지 효과를 산출할 수도 있다.    

국제적 협력이 새로운 포집 기술의 개발 및 전개의 가속화에서 있어서 핵심 요소다. 연구자들이 협력적으로 

작업하고, 더 나은 결과를 더 빨리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의 지식 자원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며, 포집 시스템의 

                                                           
13 (Plasynski, 2015) 
14 현재의 기술을 이용한 ‘nth-of-a-kind 시스템’ 과 비교. 

그림 7: 상대적인 US DOE 비용 감축 목표와 제 2 세대 및 

변형 탄소 포집 기술의 타이밍 13,14 

 



전개를 가속화할 기술을 창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큰 시범 규모 테스트를 위해서 노르웨이에 있는 

몽스타드 CO2 기술 센터 (CO2 Technology Center Mongstad)의 시설을 이용하기로 계획한 US DOE 의 

프로젝트 선정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이런 방향으로 장려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5. 개발도상국에서 진전이 가속화되어야 한다 

2°C 시나리오에 따라 세계 대다수의 CO2 배출량 감축이 개발도상국 (비 OECD 국가)에서, 우선적으로는 

아시아에서 (그림 8 참조) 실현되어야 한다.15 

개발도상국들의 특별한 도전 과제는  ‘에너지 트릴레마 (energy trilemma)’ 즉, 에너지 이용, 에너지 안보, 

환경 지속가능성의 목표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다. CCS 가 개발도상국들이 고유한 

화석 연료 매장량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러한 목표 달성을 도와줄 수 있다.  

CCS 전개 비용 감축 및 국제적 기금 이용은  

2030 년 및 그 이후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에서 

CCS 의 광범위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UNFCCC 의 녹색기후기금 (GCF)을 

통해 자금 제공을 이용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GCF 를 설립한 관리 기관 (Governing 

Instrument)은 자금 제공에 대한 적격 

영역으로서 CCS 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UNFCCC 의 기후 기술 센터 및 네트워크 

(CTCN)에서는 기관 역량 강화 및 CCS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 정책, 규제 및 

기술적 지원의 중요한 소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CCS 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낼 엄격한 기후변화 정책이 미비한 상태다. 개발도상국들은 

실천에 의한 학습을 통해서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중기적으로 광범위한 CCS 전개를 위한 토대를 놓을 수 

있다. 여기에는 저장 평가, 시범 프로젝트 그리고 법률 및 규제 체제의 추가 개발에 지금 투자하는 일이 

포함된다.  실천에 의한 학습은 이미 CCS 를 감당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의 지식 공유 및 기술 이전을 통해서 

강화되고 촉진될 수 있다.  

 

 

 

 

 

 

 

 

 

                                                           
15 IEA 데이터 세계 에너지 전망 2014 (World Energy Outlook 2014)에 근거, OECD/IEA 2015, IEA Publishing; modified by Global 

CCS Institute.  

그림 8: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 감축: 현행 정책들과 

관련된 450 시나리오 

 



부록 A: 주요 정책 및 규제 개발   

지난 12 개월의 CCS 관련 주요 정책 및 규제 개발은 다음과 같다: 

 미-중 협력: 2014년 11월 중국 및 미국 정부는, 물 회수율 강화를 수반하는 대규모 CCS 프로젝트를 

중국에 건설하기 위하여 CCS 조사 및 착수 목적의 자금지원 갱신을 규정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공동 발표문을 작성하였다.   

2015년 8월 양국은 중국의 6건의 CCUS 시범 프로젝트 개발을 규정하게 될, 청정 석탄 기술에 대한 

양해각서를 추가로 발표하였다.16  

2015년 9월 양국은 2014년 11월의 기후변화에 대한 미-중 공동 발표문과 ‘…국내 기후 정책을 이행하고, 

쌍방의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청정하고, 탄소가 적으며, 기후 탄력적인 경제로의 

이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호히 전진하려는 결의’를 재확인하였다.17 이 발표문들은 ‘…기후변화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는 확신’과 CCS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양국의 기대를 반영한다.18 

 배출량 성과 기준: US EPA 는 기존의 발전소들에 대한 청정전력계획의 최종 규칙과 신규, 변형, 및 

재건설 발전소들에 대한 배출 성과 기준을 발표하였다.19,20  또한 캐나다에서는, 신규 석탄연소 발전소 

및 사용수명이 끝난 시설에 대한 배출 수행 기준이 발효되었다.21 

 유럽연합 CCS 지침 검토: CCS 지침 (2009/31/EC)22이 2014년에 검토되었고 최종보고서가 2015년 1월 

EC에 제출되었다. 검토보고서의 핵심 사항은 실증 프로젝트로부터 상업적 생존이 가능한 CCS 

프로젝트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할 CCS 지침 이외 정책의 필요성이었다. EC가 2015년 말에 자체적인 

이행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 개혁: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에 대한 가격을 설정하도록 고안된 

변경사항으로 인해, 유럽의 배출권거래제도 (ETS)의 구조적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2020 년 이후 기간 

동안 혁신 기금 설립에 헌납될 4 억의 배출권으로 인해, EU 의 신규 가입자 예비금 (NER) 재무 구조 

역시 갱신되었다. 2020 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예비금 (MSR)이 기존의 NER 300 을 

보완하기 위하여 5 천만의 배출권을 저탄소 혁신 프로젝트를 위해 내놓는다. 

 탄소가격제: 

  중국의 7 건의 시범 ETS 가동 지속, 2017 년 출범이 예상되는 전국 거래 시스템 개발에 적용될 

지식 이용.  

 2015 년 1 월 1 일 한국의 ETS 개시, 그러나 배출권 가격 및 거래량은 낮은 수준에 머뭄. 

 앨버타 주정부가 연간 100,000 톤 이상의 CO2 를 배출하는 오일샌드 업체 및 석탄연소 발전소를 

포함한 산업 시설에 대한 탄소세 인상.23  

 온타리오의 서부기후정책(Western Climate Initiative) 탄소배출 상한거래 시스템 가입 의향 

발표.24 

 미국 규제 지침: US EPA 가 ‘주요 원칙’ 성명서를 발표하여, 2 급 EOR 유정에서 4 급 저장 유정으로의 

이행 이슈에 대한 이전의 지침을 명확히 하였다.25  EPA 는 CO2-EOR 이 EOR 가동 중 석유를 생산하는 

동안 실제로 CO2 를 저장한다는 점과 2 급 규정에 따른 CO2 주입이 우연히 저장된 양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명확화를 통해 상업적 CCUS 프로젝트로 인한 주요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  

 

 

                                                           
16 (United States Energy Association, 2015) 
17 (The White House, 2015) 
18 (The White House, 2015) 
19 (US EPA, 2015a) 
20 (US EPA, 2015b)  
21 (Government of Canada, 2015) 
22 (EC, 2009) 
23 (Government of Alberta, 2015) 
24 (Office of the Premier, Ontario, 2015) 
25 (US EPA, 20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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